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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카 모델의 교훈1)

칼 와이더키스트(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마이클 W. 하워드(미국 메인주립대학교)

[번역: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알래스카 영구기금(APF)과 영구기금 배당(PFD)은 완벽하게 설계된 것은 아
니지만 독특하고 혁신적인 조합물이며,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고 또 이를 개
선할 수 있다. 산업화된 세계에서 조건적인 사회 정책이 공격을 받던 시절에 알
래스카 배당은 지속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이것은 매년 알래스카의 모든 사람
(every man, woman, and child)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배당을 나누어주는 것이
다.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보여준 것처럼 알래스카 배당은 알래스카가 미국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은 주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알래스카 배
당은 50개 주 가운데 알래스카가 경제적으로 가장 평등한 곳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알래스카 배당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알래스카가 평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 유일한 주가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알래스카는 뭔가 올
바른 일을 하고 있으며, 배당은 그 가운데 일부이다.

알래스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지 거의 30년이 되는 이 시점에 나머지 
세계는 알래스카 모델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이 장은 알래스카 모델에서 끌어온 6가지 교
훈을 검토한다.

1. 첫 번째 교훈: 자원 배당의 작동과 그것의 인기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한 교훈은 자원 배당이 작동했으며, 그것이 자리 잡으면 
인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이 책 전체에 걸쳐 논의되었으며, 여기서 그 이
유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아래에서 논의할 것처럼 실시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2. 두 번째 교훈: 자원 배당을 위해 자원이 꼭 풍부할 필요는 없다

1) Karl Widerquist and Michael W. Howard (ed.), Alaska’s Permanent Fund Dividend, 
Palgrave-Macmillan, 2012의 제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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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석유 산업과 관련된 것은 예외적인 것이며, 알래스카의 석유라는 횡
재 때문에 가능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알래스카 모델이 수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 배당을 위해 자원이 꼭 
풍부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알래스카는 예외적으로 부유하지 않다. 석유가 알래스카를 가장 가난한 
주의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주의 하나로 바꾸어 놓았지만(잠시 가장 부유한 주
였다), 현재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가 아니다. 실제로 워싱턴 D.C.
를 포함하면 알래스카는 1일당 소득이 42,000달러로 열 번째이다. 이것은 미국 
전체 평균보다 겨우 2,500달러 높은 것이다. 알래스카에는 다른 주나 미국 전체
보다 더 큰 재원 마련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골드스미스, 그로(Groh), 에릭슨이 지적하듯이 알래스카는 자원에서 나
오는 부의 매우 적은 부분만을 배당 재원에 사용한다. 기금은 전적으로 석유라는 
한 가지 자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알래스카가 석유에 부과하는 세
금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알래스카 주는 이 수입에
서 매우 적은 부분만을 알래스카 영구기금과 영구기금 배당에 할당하고 있다. 앞
으로 낼 책에서는 더 큰 기금과 배당의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논의할 것이다.

셋째, 모든 나라, 주, 지역은 자원이 있다. 플로멘호프트(Flomenhoft)는 버몬트 
주가 자원세를 신중하게 사용할 경우 알래스카의 현행 배당보다 더 큰 배당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계산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빈약한 나라는 아마 수백
만이 작은 섬에 모여 사는 홍콩과 싱가포르일 것이며, 소비하는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있다. 싱가포르의 토지에 매기는 세금만으로 알래스카 배당보다 더 큰 어떤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3. 세 번째 교훈: 기회를 찾기

알래스카 사람들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배당이 생긴 게 아니라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알래스카가 배당이 있는 것은 알래스카 사람들이 기회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이다. 즉 기회를 찾는 것 말이다. 반복하지만 알래
스카의 자원이 알래스카를 독특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공통의 자원이 모든 시기
에 지구 모든 곳에서 사유되고 있다. 통상 공통의 자원은 정부가 기업에 무상으
로 주고, 이들은 이것을 다시 공중에게 판매한다. 그러나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
는 것보다는 사유화의 조건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굴착되고 
있는 모든 새로운 유정은 자원에 대한 공동체의 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채굴되고 있는 모든 광산도 마찬가지이며, 발견된 새로운 모든 자원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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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이며, 쓰레기 처리장의 대기를 이용하려는 모든 새로운 굴뚝도 마찬가지이
다.

다른 수많은 기회는 덜 분명하다. 두 가지 예가 있다. 첫째, 미국 정부는 최근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방송 주파수의 상당 부분을 사기업에 넘겼다. 만약 
이를 경매해서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에게 임대했다면 매년 수십 억 달러를 
벌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전 지구적 온난화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
이 높아진 것이 또 다른 기회이다. 현재 두 개의 전략이 논의되고 있는데, “세금
과 배당” 그리고 “한도(cap)와 배당”은 오염 유발자에게 그들이 환경에 가한 손
상에 대해 지불하게 하고, 이것을 배당으로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알래스카가 독특했던 것은 주지사 제이 해먼드(Jay Hammond)가 기회를 이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기금과 배당을 만들어낸 유일한 인물
은 아니지만, 알래스카 모델은 그가 주지사로 있었던 8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하
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알래스카 모델을 자신의 정책적 우선
순위로 삼았다. 그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예산안을 둘러싸고 [주 의회와] 
타협할 때마다 목표로 삼았던 것은 바로 알래스카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었을 것
이다. 알래스카 배당은 어느 정도까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자
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렇게 실시되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다음 
번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좀 더 쉬울 것이다. 사람들과 정치가들이 이 모델을 잘 
알고 꾸준히 기회를 살핀다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4. 네 번째 교훈: 소유자처럼 사고하라, 독점가처럼 사고하라, 조니 카
슨(Johnny Carson)처럼 사고하라

공동체가 자원사용료를 부과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자원에 
대한 공동체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물로 자원을 팔아 판매 대금을 공적 혜
택에 사용할 때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을 자원을 팔려고 한다. 기업이 사람들을 매수할 경우 기업은 환경에 
더 많은 피해를 주고도 별일 없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네 번째 교훈
이다. 소유자처럼 사고할 뿐만 아니라 독점가처럼 사고하라. 즉 우리가 자원에 
대한 공동체의 통제권을 주장할 경우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은 하나의 그룹으로서 이 자원에 대한 독점권이 있다는 것이다. 독
점자는 헐값에 모든 것을 파는 게 아니라 공급을 제한해서 높은 가격에 더 적은 
양을 파는 것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일부 독점가들은 그 이상을 하기도 한
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하는 독점가는 조니 카슨이다. 1970년대에 그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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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이었다. 그는 가장 높은 출연료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일하는 시간을 주당 5일에서 4일
로 줄였고, 휴가 기간을 일 년에 3개월로 늘렸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팔 때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팔지 않을 때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
리의 자원과 우리의 환경은 잠재적으로 팔릴 수 있는 품목으로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있다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조니 카슨이 자신의 
시간을 고려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환경을 고려하는 공통의 것의 소유자로서 우
리는 더 넓은 공원, 더 많은 자연자원, 더 적은 오염, 더 나은 자원 관리 등을 분
명히 하면서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배당이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인의 노력을 매수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다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염유발자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이 해를 끼친 사람들을 
매수하지 않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석기시대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마오리 
족이 뉴질랜드의 모아새를 멸종에 이를 정도로 사냥을 했을 때 아무도 배당을 
받지 않았다. 어업이 천천히 뉴펀들랜드 앞 바다의 그랜드뱅크스에 있는 대구 어
족을 파괴하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배당을 받지 않았다. 우리의 바다에 버리는 
비산과 우리의 대기 중 버리는 아황산가스에 대해 누구도 배당을 받지 않는다. 
공동체가 공통의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것이 
소유권이 없으며 누구나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
고 있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마음대로 가치 있는 것을 가져가거나 – 거기에 쓰레
기를 버리도록 – 놓아두었다.

우리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이용 혹은 기업의 이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공
동체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일부분일 
수 있다. 보상권은 소유권의 일부이며, 소유권과 함께 관리, 규제, 접근 제한 등
에 관한 권리가 따라온다. 자원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스
스로를 환경의 공동 소유자로서 생각하게 하며, 공동 소유자는 임차인이 환경에 
대한 좋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 다섯 번째 교훈: 지지층을 만들기

이런 공유감(feeling of shared ownership)은 자원 배당이 일단 실시가 되면 
인기가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다섯 번째 교훈으로 이어진다. 커다란 
지지층을 만드는 것 말이다. 지지층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표적 설정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인 정책을 통한 것이다. 경제적,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저자인 우리 
두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체 빈민을 위한 프로그램 사이의 차
이에 관심이 없다. 정부가 영구히 무조건적으로 빈곤을 제거한다면 그것이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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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네거티브 소득세를 통해서이건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서이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이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빈곤을 훨씬 더 잘 
제거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 왜냐하면 보편적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정치
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커다란 지지층을 만들기 때문이다. 정치가들은 표적 설
정 프로그램의 수급자를 선별하는 것이 쉬운데, 왜냐하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취
약하고 작은 그룹이기 때문이다.

지지층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중요한 것이다. 별 의미 없는 교묘한 프로그
램은 통과되기가 쉽지만, 여기에 호의적이지 않은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폐지되
기도 쉽다. 만약 어떤 정치가가 알래스카 배당을 폐지하자는 제안을 하면, 모든 
알래스카 주민은 남은 생애 동안 일 년에 1,000-2,000달러를 상실하게 될 것이
다. 그 정치가가 세금 감면이나 기타 지출 프로그램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알래스카 주민 전체를 그러한 변화가 가져오게 될 불확실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희생해야 하는 처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영국 노동당은 최근에 “아동 신탁 기금”을 방어하는 데 충분한 지지층을 만들
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애초에는 보편적인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
것은 궁극적으로 영국 시민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뭔가를 소유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2년부터 태어난 아동에게만 적은 금액의 “신생아 채
권”(baby bond)을 주는 것으로 단계적인 것이 되었다. 모든 아동은 태어날 때 
250파운드의 채권과 7세 때 추가로 250파운드의 채권을 받게 된다. 이러한 투자
는 18세 때 대략 2,000파운드의 배당을 한 번에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기에는 어려운 액수이다.

2010년에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들은 아동 신탁 기금
을 첫 번째로 폐지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라고 공언했다. 이를 폐지할 때 직접
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뿐이다. 이들이 상실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을 주는 한 번의 배당일 뿐이며, 그것도 지갑을 잃어버리거
나 2028년에 투표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체감할 수 없는 일이다. 놀랄 일도 아
니지만 연립정부가 아동 신탁 기금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의미 있는 반대
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전 정부는 충분한 수의 유권자들이 방어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도 그것이 가지
는 중요성 때문에 방어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많은 유권자들이 폐지에 
맞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폐지될 수 없다. 이 유권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
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제도의 폐지 유무로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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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섯 번째 교훈: 반대파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기

어떤 프로그램에 지지하는 대규모 혹은 보편적 지지층을 만드는 것과 자매편
이라 할 만한 것이 여섯 번째 교훈이다. 그것은 반대파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통제 같은 정책은 대부분의 부담을, 쉽게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그룹에 지우며 이들은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아마 
여기에 맞서 싸울 것이다. 광범위한 소득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조차 사
람들이 세금 납부가 자기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반대파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알래스카 배당은 사실상 반대파가 없다. 이 배당이 만들어지고 지속되
는 데 그 누구도 특별히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매년 이루어지는 배당은 주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 수익금으로 마련된다. 

물론 알래스카 기금은 석유 채굴에 대한 세금 (혹은 로열티)에 의해 만들어졌
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석유 회사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회사들이 채굴권을 얻기 위해 맺은 계약의 일부였다.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
하는 것은 철강, 트럭, 운송선 등에 드는 비용을 내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과 비슷하다. 사업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
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주가 유전을 소유하고 있다. 채굴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일 뿐이다. 그러나 이 모델
이 얼마나 전형적인 것이 아닌지에 주목해야 한다. 통상 주는 자원 소유권을 기
업들에 무상으로 준다. 이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누구나 기업에 지불해야 한
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일 뿐이다. 매우 견실한 정책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이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의학
적” 마리화나 생산자들은 세금 납부를 요구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합법적
인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방송 주파수를 (무상으로 주
는 대신) 사용권을 팔았다면 수많은 적극적인 고객을 찾았을 것이다. 현재 이런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반대파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과 규
제가 공동체 소유 및 환경에 대한 감시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수립된다
면 반대파가 별로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7. 결론
알래스카 배당은 마땅히 배당해야 하는 것보다 크지 않지만 현재 수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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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누진적인 효과가 있으며, 작동하고 있고, 인기가 있다. 알래스카 기
금과 배당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로서 인식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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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from the Alaska model2)

     Karl Widerquist(SFS-Qatar, Georgetown University),
 Michael W. Howard(University of Maine)

The APF and PFD are not perfectly designed, but they are a unique and 
innovative combination, from which we can learn and on which we can 
improve. At a time when conditional social policies are under attack across 
the industrialized world, the Alaska Dividend continues to be extremely 
popular. It distributes a yearly dividend to every man, woman, and child in 
Alaska without any conditions whatsoever. As this volume has shown, the 
Alaska dividend has helped Alaska maintain one of the lowest poverty rates 
in the United States. It has helped Alaska become the most economically 
equal of all 50 states. And it has helped Alaska become the only U.S. state 
in which equality has risen rather than fallen over the last 20 years. Alaska 
is doing something right, and the dividend is a part of it.

After nearly 30 years of positive results in Alaska the rest of the world 
should take a look at the Alaska model and think about adapting it to work 
in other places. This concluding chapter discusses six lessons we have 
drawn from the Alaska model.

1. Lesson One: Resource dividends work and they’re popular
The first and simplest lesson is that resource dividends work and they are 

popular once they’re in place. This point is argued throughout this book, and 
so we don’t need to reiterate the reasons here. The trick, as we argue 
below, is getting them in place.

2. Lesson Two: A state does not have to be resource rich to have 
a resource dividend
2) Chapter 15 of  Alaska’s Permanent Fund Dividend, Palgrave-Macmillan, 2012. 

Edited by Karl Widerquist and Michael W. H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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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easy to think that anything connected with the Alaskan oil industry is 
an aberration, something possible only because of Alaska’s oil windfall. But 
the second and most important lesson is simply that the Alaska model can 
be exported: you do not have to be resource rich to have a resource 
dividend. There are three reasons why we know this is true. 

First, Alaska isn’t unusually rich. Oil transformed it from one of the 
poorer to one of the wealthier states (and it was briefly the wealthiest 
state), but it is not now the wealthiest state in the union. In fact, including 
the District of Columbia, Alaska ranks only tenth with a per capita GDP of 
about $42,000—only $2,500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Alaska has no 
greater financial means than many other states and nations.

Second, as Goldsmith and Groh and Erickson have shown, Alaska uses 
only a small fraction of its resource wealth to fund the entire dividend. The 
fund is supported almost exclusively by taxes on one resource, oil. Alaska’s 
taxes on oil are very low b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state devotes 
only a small portion of that revenue to the APF and PFD. Our upcoming 
book discusses more thoroughly the potential for a much larger fund and 
dividend.3)

Third, every country, state, and region has resources. Flomenhoft 
estimates that Vermont could support a dividend larger than Alaska’s current 
dividend, if it made judicious use of resource taxes.4) The most 
resource-po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probably Hong Kong and 
Singapore, where millions of people are crowded together on a little island, 
and they have to import almost everything they consume. But these 
countries have fabulously valuable real estate. We wouldn’t be surprised if a 
tax on Singapore’s land could support something much larger than the Alaska 
Dividend.

3. Lesson Three: Look for opportunities

3) Widerquist and Howard, forthcoming.
4) In Widerquist and Howard,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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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laskans don’t have the dividend because they are resource-rich, why 
do they have it? Alaska has the dividend because Alaskans took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And that is the third lesson: look for opportunities. 
Again, Alaska’s resources do not make it unique. Common resources are 
being privatized all the time all over the planet. Usually, they are given 
away by governments for free to corporations who sell them back to the 
public. But it is much easier to make taxation a condition of privatization 
than it is to impose taxes later. Every new well that’s drilled is an 
opportunity to assert community control of resources. So is every new mine 
that’s dug, every new reserve that’s discovered, every new smokestack that 
seeks to use the atmosphere as a garbage dump.

Many other opportunities are less obvious. Here are two examples. Firs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cently gave away a huge portion of the 
broadcast spectrum to private companies for digital television broadcasting. 
If they had auctioned off leases to the highest bidder, they would have 
raised billions of dollars per year.5) Second, increased awareness about the 
need to do something about global warming is another opportunity. Two 
strategies currently being discussed, “tax and dividend” and “cap and 
dividend” would make polluters pay for the damage they do to the 
environment and return the proceeds to everyone as a dividend.6)

What made Alaska unique was that Governor Jay Hammond was in place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He was not the only person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of the fund and dividend, but it is clear that the 
model would not be in place without his single-minded pursuit of it for his 
entire eight years as governor. He made it his top priority. It was the 
object seemingly of every budget compromise he made from 1974 to 1982. 
To some extent the Alaska Dividend owes its existence to the right person 
being in the right office at the right time. But with a working model in 
place, it will be a little easier at the next opportunity. If people and 
politicians become aware of the model and stay on the lookout for 
opportunities, they will find them.

5) Flomenhoft in Widerquist and Howard, forthcoming.
6) See Howard in Widerquist and Howard,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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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sson Four: Think like an owner; think like a monopolist; think 
like Johnny Carson

To assert the right of the community to charge fees for the use of 
resources is to assert community ownership of resources. Of course, there 
is a danger in selling off resources and using the proceeds for the public 
benefit. People might then want to sell more resources to make more 
money. Once corporations have bought off the people, perhaps they can get 
away with doing even more damage to the environment.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he fourth lesson: think not just like an owner but like a 
monopolist. That is, once we assert community control of resources, 
members of the community need to remember that, as a group, they have a 
monopoly over those resources. Monopolists maximize profits, not by selling 
all they can at bargain prices, but by restricting supply, selling less at 
higher prices, and some monopolists do more. 

One monopolist we should take as a model is Johnny Carson. In the 
1970s, he found himself to be the most popular entertainer on American 
television. He demanded and got a record high salary, but he didn’t stop 
there. He had his workload reduced from five to four days per week, and 
his vacation time increased to something like three months per year. He 
realized that his time was not only valuable when he sold it, but also when 
he left it unsold. Our resources and our environment are valuable not only 
as items for potential sale; they are valuable just as they are. As owners of 
the commons who think of our environment the way Johnny Carson thought 
about his time, we could have more money coming in while we also secure 
larger parks, more nature reserves, less pollution, and better resource 
management.

Anyone who is worried that a dividend will buy off individuals’ 
environmental diligence should remember that polluters have been doing a 
job on our environment for thousands of years without buying off the people 
they harm. Nobody got a dividend when the Stone Age Maori hunted the 
New Zealand moa to extinction. Nobody got a dividend over the hundreds of 
years it took the fishing industry to slowly destroy the cod population on 
the Grand Banks. Nobody gets a dividend for the arsenic in our water 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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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ur dioxide in our air. Because the community has not asserted ownership 
of the commons, companies have been free to think of it as unowned and up 
for grabs. We have left them free to take valuables from—and dump waste 
into—the environment we all share as they please.

The assertion of the community’s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for 
individual or corporate exploitation of our environment can actually be an 
important part of the solution to our environmental problems. The right to 
compensation is part of the right of ownership, and along with ownership 
comes the right to manage, regulate, and restrict access. Receiving payment 
for resources helps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hink of themselves as 
joint owners of the environment with the power to command that tenants be 
good stewards of the environment. 

5. Lesson Five: Build a constituency
This feeling of shared ownership is one of the reasons resource dividends 

tend to be so popular once they’re in place, leading us to the fifth lesson: 
build a large constituency. One way to build a constituency is through 
universal rather than targeted policies. Economically and philosophically 
speaking, we, the authors, are indifferent between programs for all people 
and programs for all of the poor. As long as our governments permanently, 
unconditionally, eliminate poverty, we don’t care whether we do it through a 
targeted negative income tax or a universal basic income or any other 
system. But politically speaking, our observations have taught us that our 
society is much more likely to eliminate poverty with universal programs, 
because universal programs build a large constituency that will protect the 
program from political attack. It is easy for politicians to single out the 
recipients of targeted programs, because they are a relatively weak and 
small group.

Another way to build a constituency is to be significant. Insignificant 
gimmicky programs might be easier to pass, but they are also easier to cut 
when a less favorable administration comes into power. If a politician 
proposed cutting the Alaska dividend, all Alaskans would face losing 
$1,000-$2,000 a year for the rest of their lives. Whether that polit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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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promising a tax cut or some other spending program, they would put a 
universal constituency of Alaskans in the position where they would 
sacrifice something very significant for the uncertainty that the replacement 
will be delivered. 

The British Labour Party recently failed to build a sufficient constituency 
to defend its “Child Trust Fund.” This program was intended to be universal. 
It was designed to ensure eventually that every native born British citizen 
would own something. But the government decided to phase-in universality 
by granting a small “baby bond” only to children born in or after 2002. Each 
child would receive a bond of 250 pounds at birth and another of 250 
pounds at age 7. This investment would provide enough for a one-time 
dividend of perhaps 2000 pounds at age 18—hardly a life-changing amount.

When the Conservative-Liberal-Democratic coalition government came 
into power in 2010, the Child Trust Fund was one of the first programs 
they announced they would eliminate. The only people directly harmed by 
the cuts are babies born after 2010. The loss will only be a small one-time 
dividend, and they won’t feel the loss in their wallets or be able to vote on 
it until 2028. It is not surprising that no significant opposition developed to 
the coalition government’s plan to scrap the Child Trust Fund. The previous 
government failed to create a program that was significant to a sufficient 
number of voters to make it worth defending.

Alaska’s PFD, like America’s Social Security System, is protected by its 
significance. So many voters will fight against cuts in it that it cannot be 
easily eliminated. They have very good reason to care about it, because it 
makes a difference in their lives.

6. Lesson Six: Avoid creating an opposition
The companion to building a large or universal constituency in favor of a 

program is the sixth lesson: avoid creating an opposition. Policies, such as 
the minimum wage and rent control, put most of the burden on one, 
specific, easily identifiable group who will probably fight the program as 
long as it exists. Even programs financed by broad-based income tax can 



- 15 -

create an opposition if people connect the burden of paying taxes with 
programs they see themselves as unlikely to need.

But the Alaska Dividend has virtually no opposition. No one has reason to 
feel burdened by its creation and continued existence. The yearly dividends 
are financed by the returns on state-owned investments. They don’t cut 
into anyone’s perceived ownership. 

Of course the Alaska fund is created and continually enlarged by taxes 
(or “royalties”) on oil drilling. But the oil companies aren’t complaining. It 
was part of the deal they made to obtain the right to drill. Complaining 
about that now would be like complaining that they have to pay a price for 
steel, trucks, or ships. It doesn’t make sense to complain about what is 
obviously an unavoidable cost of doing business. The state owns the oil 
fields. Anyone who wants to drill must pay. That’s just the way of the 
world. But notice how atypical that model is. Usually the state awards 
ownership of resources to corporations for free. Anyone who wants to use 
those resources must pay the corporations. And that’s just the way of the 
world. A good solid policy can simply become the way of the world.

There are times when corporations will fall all over each other to pay 
taxes. “Medical” marijuana producers in California are asking to be taxed so 
that they can be seen as legitimate businesses. Had the U.S. government 
sold leases to the broadcast spectrum (instead of giving it away), they 
would have found many willing customers. Trying to impose those taxes 
now is more likely to create an opposition, but even so, once the idea is 
firmly established that taxes and regulations reflect community ownership 
and custodianship of the environment, there is little for an opposition to 
build around.

7. Conclusion
The Alaska dividend is not as large as it should be, but even at the level 

it is now, it has significant progressive effects, it works, and it’s popular. 
It’s time to recognize the Alaska Fund and Dividend as a model we can 
buil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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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올 전체를 부분적으로 엿보기: 헨리 조지, 제임스 
미드, 안토니오 그람시의 관점에서 본 충칭 실험

추이 즈위안(칭화대학교)
[번역: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980년대에는 선전(深圳)이 중국의 상징이었고, 1990년대에는 푸동(浦東, 상
하이의 신도시)이 중국의 상징이었다면 충칭(重慶)은 21세기 첫 십년대의 중국
을 구현하고 있다.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하버드 대학의 
경제사가인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이 2008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아
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충칭의 이미지를 파악했던 것 같다.

커다란 서방의 신용 위기[1929년 대공황]의 80주년 직전에 나는 그것과 대조
적인 곳을 방문했다. 엄청난 규모의 동방의 저축이 그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이
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 팽창을 충칭 시보다 더 잘 보여주는 곳은 없다. 양
쯔 강 상류에 있는 충칭 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다. 예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어마어마한 건설 현장을 몇 군데 본 적이 
있지만 충칭은 상하이와 선전마저 빛을 잃게 한다. (The Ascent of Money, 
2008)

흥미롭게도 퍼거슨의 충칭 여행은 “차이메리카”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그가 가진 “차이메리카”라는 생각에서 중국은 “저축” 기능을 하
며, 미국은 “소비”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충분한 국내 시장이 없기 때
문에 수출 주도 성장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충칭 – 
32,600,000명이 사는 직할시로 서부 내륙에 있다(2008년 기준으로 농민은 
23,500,000명이다) - 에서 본 “어마어마한 건설 현장”은 거대한 중국 국내 시장
이 도래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따라서 “차이메리카”의 종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나로서는 퍼거슨이 충칭을 그가 말하는 “차이메리카”의 대립물로서 발견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2007년에 중국 국무원이 바로 충칭을 “농촌과 도시의 발전을 통
합하는 국가적인 실험장”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은 중국의 국내 수
요를 자극하는 데 핵심적인 것이다. 도시 거주자들이 농촌 거주자들에 비해 몇 
배나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만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국내 소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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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 2011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는 공식적으
로 “인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경제 성장의 유형을 바꾸는 것이” 중국의 경제사회
적 정책의 새로운 근간이 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어떤 의미에서 
농촌과 도시를 통합하려는 충칭의 다양한 실험은 “다가오는 전체를 부분적으로 
엿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칭 실험을 헨리 조지, 제임스 미드, 
안토니오 그람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러한 
이론적 해석의 성격을 밝혀두어야겠다. 이런 이론들에 의지하는 것이 충칭 실험
의 지도자나 참여자 들이 의식적으로 이 이론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행위가 모든 것이다”(Das Tun ist 
alles)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왜 니체가 행위 배후에 주체가 있다는 생각을 부인
했는지를 알기 위해 전체를 인용할 필요가 있다. “행위, 그 효과, 그로부터의 생
성 배후에 ‘존재’는 없다. ‘행위자’는 사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행위가 모든 것
이다”(Nietzsche, [1887] 2007: 26). 이렇게 “행위자”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 때
문에 수많은 니체 연구자와 독자 들이 혼란스러워했다. 내가 보기에는 시카고 대
학의 철학 및 사회사상 교수인 로버트 피핀(Robert Pippin)이 이 수수께끼를 풀
었다. 그가 한 방식을 통해 우리가 충칭 실험의 “행위자”를 말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론”의 도움을 받아 이 실험을 “해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지를 조명할 수 있다.

피핀은 다음을 분명히 한다. “니체는 행위의 주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
았다. 그는 그저 주체가 활동 그 자체와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말한 것처럼 “주체는 행위 ‘안’
에 있다.” “나는 어머니가 아이 안에 있는 것처럼 너의 자아가 행위 안에 있기를 
바란다”(Pippin, 2010: 75-76). 피핀은 니체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멋지게 해석
한다.

의도의 형성과 분절은 언제나 그 자체로 펼쳐진 프로젝트 속에 있는 사건들처
럼 유동적이고, 변화하고, 변형하면서 “지속되는 것”(on the go)이다. 나는 내 
의도를 X라고 이해하는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 이 첫 번째 묘사가 실제로 정확하거나 내가 의도했던 것을 완전히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Y여야 했고, 더 나중에는 Z여야 했
다. 실제로 행해지는 행위 속에서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실제’ 의도의 확실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Pippin, 2010: 78).

개별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기도 이미 힘들다면, 충칭 실험의 “집단적 행
위자”의 의도를 아는 것은 더 어렵다. 그러나 충칭 실험 참여자들의 행위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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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헨리 조지, 제임스 미드,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나의 관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의도적으로 이 이론들을 따랐
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위가 이 이론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어디선가 헤겔
은 “프랑스 혁명은 이 혁명에 대한 훌륭한 책이 쓰여질 수 있게 질서정연하게 일
어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재미있는 헤겔의 이 말이 터무니없지는 않은 것 같
다.

지표(地票) 시장, 후커우(戶口) 제도 개혁, 헨리 조지

2007년에 중국 국무원이 충칭을 “농촌과 도시의 발전을 통합하는 국가적인 실
험장”으로 선정하긴 했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 전략에서 충칭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보다 3개월 전인 2007년 3월 후진타오 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
례회의에 참석한 충칭 대표들에게 한 기조연설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후진타오 
주석에 따르면 충칭의 임무는 세 가지이다. (1) 양쯔 강 상류의 경제 중심이 되
는 것, (2) 중국 서부 지역 전체의 “성장축”이 되는 것, (3) 서부 중국에서 이른
바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성취하는 첫 번째 지역이 되는 것.

이러한 임무의 정신으로 충칭은 2008년 12월에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토지교
역소”를 설립했다. 충칭의 토지교역소의 심원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는 중국의 
근본적인 국가 정책 가운데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는 중국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동시적인 발전,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중국의 식량 공급을 위해 18억 묘(畝, 666.66평방미
터)의 경작지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2005년 10월 중국에는 경작되는 토지는 
18.31억 묘가 있다. 분명히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정책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더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지만, 경작지 18억 묘는 레드
라인에 거의 근접한 것이며,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 레드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지방 정부는 경작지를 정해진 한계까지만 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로 
전환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한계는 가까운 미래에 올 것이다.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국토자원부는 “도시 개발에 이용되는 토지 증대와 농촌 지역
에서 줄어드는 비농업 토지를 연계하는 실험을 규제하는 데 대한 의견”을 발표했
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나온 토지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농촌 지
역에서 비농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에는 농민의 거주 토지와 농촌 공업 및 서비
스업을 위한 토지가 포함된다. 국토자원부 정책에 따르면 농민이 주거의 구조를 
변경해서 거주 토지 면적을 줄이고 이를 농사에 이용하거나 더 이상 가동되지 
않는 농촌 공장의 토지를 농업용으로 다시 돌릴 경우 도시 개발을 위해 지방 정
부가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쿼터가 늘어날 수 있다.



- 19 -

이러한 맥락에서 충칭이 새로 설립한 “토지교역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실
제로 토지교역소는 여분의 쿼터의 토지에 공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이 된다. 
이 시장에서 교환되고 있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나 토지 이용권이 아니라 쿼터, 
즉 “지표(地票)”이다. 이 지표는 경작지로 전환된 농촌의 비농업 토지의 양을 의
미한다. 주거 토지나 공장 부지를 경작지로 전환한 농민이나 농촌 기업은 “토지
교역소”에서 개발자들에게 지표를 팔 권리가 있다. 개발자들은 이를 사기 위해 
경매에 참가해야 한다. 개발자가 낙찰을 받아 “지표”를 얻으면 이 쿼터를 도시 
지역의 토지 이용권을 구매해서 개발하는 데 쓸 수 있다. 이렇게 흥미로운 제도
적 기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의 지구적 기후변화 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출권 거래”와 유사한 것이다.

그림 1은 충칭에서 “토지교역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내 견해로
는 “지표”의 성격은 농민을 위한 “토지 개발권”이다. 농민이 자신의 토지가 개발
되는 데서 나온 이득을 공유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권리
가 충칭의 “지표” 교환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충칭의 “지표” 시장은 1970년대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있었던 개발권 이전
(TDR) 실험과 비교할 수 있다(Richards, 1972). 즉 어떤 공동체 내에서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자기 토지가 개발되는 토지소유자는 보존을 위해 유보되도록 
한 다른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개발권을 제대
로 이해하기 위해 헨리 조지에게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는 19세기 여러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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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벌어진 토지 개혁 운동의 아버지이다.
오늘날 헨리 조지는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존 

듀이는 언젠가 “인류의 사회철학자들 가운데 헨리 조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는 데 플라톤부터 시작해도 열 손가락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Dewey, 1928). 조지는 토지에 대한 “단일세”로 알려져 있는 토지가치세
를 주장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7) 

가장 유명한 저작인 진보와 빈곤에서 조지는 기술 향상 및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다. 조지가 살았던 1840-1890
년대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인구 성장의 시대였다. 조지는 기술적 진보
와 사회적 진보가 어떻게 토지 가치, 즉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를 제고하는지를 관찰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는 부가 생
산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토지 가격을 올리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노
동자가 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며, 결국 일부 기업가의 
파산, 광범위한 실업과 빈곤을 낳는다. 조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모든 것, 가장 중
요하게는 토지가 모든 인류에게 동등하게 속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가치는 사회에 의해 창출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경제 지대는 사적으로 소유되
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가 
토지 가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토지가 가진 공통의 유산이라는 가치를 다시 
확보할 수 있고, 생산적 활동에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확신했다. 그
가 보기에 생산적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
어지는 것이었다.

현대 중화공화국의 아버지인 쑨원은 헨리 조지에게 영감을 받았다. 쑨원은 조
지의 사상을 한 문장으로 훌륭하게 요약했고, 여러 번 언급했다. “사적 소유자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토지 가치 증대는 공중에게 가야 한다.” 흥미롭게도 윈스
턴 처칠도 자유당에 몸담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조지주의자였다. “도로가 만들어
지고, 거리가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개선되고, 전깃불이 밤을 낮으로 바꾸고...이
러한 개선 가운데 단 한 가지도 토지 독점자가 기여한 것은 없지만, 이 모든 것
에 의해 그의 토지 가치는 상승한다. 그는 공동체에 어떤 서비스도 하지 않는
다...심지어 그는 그를 부유하게 만든 과정에조차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
다”(Churchill, 1909: 118-19).

7)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 site valuation tax)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 가치에 부과되
는 세금이다. 이는 토지에 부과되는 종가세이며, 건물이나 기타 활용, 개인적 소유물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가치세는 위치가 토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근 토지에 대해 이루어진 개량이 미치는 효과는 고려한다. 공공건물 혹은 쇼핑센터
와의 인접성을 예로 들 수 있다.



- 21 -

2001년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헨리 조지의 정리”를 
입증함으로써 헨리 조지를 현대화했다. 

경제 활동의 공간적 집중이 순수한 지역 공동재에 기인하고, 인구 규모가 최
적화되어 있는  단일 공간 경제에서 토지 지대 총액은 순수한 공공재에 지출하
는 것과 같은 양이다. 이 결과는 헨리 조지 정리(HGT)를 반복한 것인데, 토지 
지대에 대한 몰수세는 효율적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순수한 공공재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단일세”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Arnott and Stiglitz, 1979: 
471-72).

오늘날의 중국에 헨리 조지와 쑨원의 통찰력 그리고 스티글리츠의 헨리 조지 
정리를 적용하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은 도시 거주자 
및 교외에 가까운 곳에 사는 농민에게 주로 혜택을 주며, 먼 지역에 사는 농민에
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칭의 “지표 거래 시장”의 요점은 
도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농민이 “개발권”(“지표”)을 판매하는 것을 
통해 토지 가치 상승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충칭의 (개발권을 위
한) 지표 거래 시장은 이런 개발권 시장이 없는 서방에 비추어볼 때 진정한 혁
신이다.

충칭 “토지교역소”의 중요성은 충칭 실험의 또 다른 핵심 부분, 즉 농민공에 
대한 후커우 제도 개혁을 살펴볼 때 더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8월 
15일부터 2011년 7월말까지 2백만 명 이상의 농민공이 후커우 등록을 농촌 거
주지에서 도시 거주지로 바꾸었다. 이것은 중국에서 있었던 것 가운데 가장 큰 
후커우 제도 개혁이다. 이주 노동자가 갖추어야 할 유일한 조건은 도시에서 5년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 지역의 농민공에 대한 차별을 줄
이는 중요한 변화이며, “농촌 개발과 도시 개발의 통합”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
런 관점에서 “국가적 실험 지역”으로서의 충칭의 임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토
지교역소”가 없다면 충칭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
다. 농민공이 도시 후커우를 얻을 경우 이들은 도시 거주자가 누리는 것과 똑같
은 혜택, 즉 “다섯 벌의 옷”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도시 지역에서의 고용, 퇴직 
연금, 공공임대주택, 도시 공립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등
이다. 이것 때문에 농민공은 농촌의 거주 토지와 계약 경작지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지속될 경우, 농촌의 토지 이용을 합리하는 데 해악
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농민공이 거주 토지를 경작지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발적
으로 거주 토지를 포기해서 “지표”를 돈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충칭으로서는 다행이다. 현재 1묘의 “지표”에 대한 평균 가격은 15만 위안
에서 20만 위안 사이인데, 이는 도시 후커우 등록을 하고 도시에서 좀 더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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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살려는 농민공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돈이다.
“지표”에 덧붙여 “헨리 조지 정리”는 충칭의 공공 토지 임대제에도 구현되어 

있다. 조지의 “단일세”라는 생각은 정부가 토지 가치의 증가분을 얻을 경우 다른 
세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의 “헨리 조지 정리”는 조지의 이상
을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할 경우에도 토지 가치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얻을 경우 낮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에 있던 황치판(黃奇帆)
이 2001년에 부시장으로 처음 충칭에 왔을 때 충칭 정부가 공공 토지 임대로 얻
는 수입은 고작 2억 위안이었다. 그는 충칭에서 부과하는 공공 토지 임대 “기본 
가격”이 청두(成都)보다 낮은 것을 보고 놀랐다. 평지에 있는 청두의 토지는 공
적 경매에 붙이는 데 훨씬 쉽게 준비될 수 있는 데도(즉 7개의 연계 사업과 하
나의 평탄화) 그러했다.8) 황치판은 즉각 충칭의 묘 당 기본 가격이 청두의 같은 
등급 토지 가격보다 10위안 높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충칭은 2002년 6월 18일
부터 공공 토지 임대에 새로운 기본 가격을 부과했다(표 1을 보라).

이러한 조치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2년에 충칭이 공공 토지 임대에
서 얻는 수입은 6억 위안이었다. 2003년에는 22억 위안, 2010년에는 980억 위
안이 되었다. 충칭 정부가 토지 가치의 상승분에서 많은 부분을 얻은 것이 사기
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이것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의 병진(竝進)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
하는 특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8) 7개의 연계 사업은 물 공급, 하수 시설, 전기, 도로, 통신, 난방, 천연가스 공급 등이
며, 하나의 평탄화는 토지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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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미드의 이론에서 본 공적 소유와 사기업의 병진

전통적인 지혜에 따르면 공적으로 (국가) 소유된 기업과 사적으로 소유된 기
업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을 뿐이다. 국가 부문이 후퇴하면 사적 부문이 전진
하고(國退民進), 국가 부문이 전진할 때 사적 부문은 후퇴할 것이다(國進民退). 
하지만 충칭에서는 자산에 대한 공적 소유가 8배 성장하는 동안 – 2002년의 
1,700억 위안에서 2011년 6월말에 1조 3,860억 위안으로 – 사적 부문 또한 매
우 빠르게 성장했다. 2001년에 사적 부문은 충칭 GDP의 38.8퍼센트를 차지했는
데, 2010년 말에는 이 비율이 61.2퍼센트가 되었다. 충칭 실험은 자산에 대한 
공적 소유와 사기업이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도리어 이 둘은 
상호보완적이고 서로를 강화한다. 이것은 197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1937년부터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주창한 제임스 미드의 핵심적인 통찰과 일
치한다. 

존 롤스가 “자본주의적 복지국가”는 그렇지 않은 데 반해 제임스 미드의 “자유
주의적 사회주의”만이 자신의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킨다고 주장한 것은 특
기할 만한 일이다(Rawls, 2001: 135). 미드의 핵심적인 기여는 서방의 주류 경
제학이 조세와 공적 부채만을 보는 데 반해 조세, 공적 부채, 공적 자산의 관계
를 분석적으로 통찰했다는 것이다. 제임스 미드가 1964년에 출판한 책에 나오는 
그림 2(Meade, [1964] 1993)는 셋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림 2의 요점은 공적 부채를 포함하지 않고 국가가 보유한 공적 자산의 수치
만을 고려할 경우 1959년 42퍼센트인 영국의 사회화 수준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는 것이다. 하지만 공적 부채를 포함할 경우 사회화 수준은 “마이너스 14퍼센트”
이다!(Meade, [1964] 1993: 62).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재정 위기와 금융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의 관점
에서 조세, 공적 부채, 공적 자산의 3자 관계에 대한 미드의 강조를 더 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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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서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
나는 정부가 충분한 “공적 자산”이 부족하고 모든 정부가 선거를 이유로 세금을 
낮추기를 (최소한 “중간 계급”에 대해) 원하고 있으며, 여기서 유일하게 “벗어나
는 길”은 공적 부채에 크게 의존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드는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의 “최적의 혼합”에 관한 정교한 이론을 발전시
킨다. 추론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는 공적 소유를 “사적 소유의 동등한 분배”와 
비교한다.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사회적 소유는 사적 소유의 동등한 분배에 비해 한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다. 두 경우 모두 총저축이 최적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적 저축은 공적 저축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특히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의 좀 더 평등한 분배와 함께 높은 수준
의 개인적 저축이 형성되는,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매우 큰 사적 소득이 남아 있
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예산 잉여에서 나오는 공적 저축의 증
진이 필요할 것이다. 재산이 사적 소유인 경우 예산 잉여를 얻는 것은 증가된 
조세 수입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세율의 상승은 경제적 인센티브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소유의 경우 재산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은 국가 소득의 증대이다. 따라서 국가는 낮은 수준의 세율을 가지는 예산
을 통해 주어진 수준의 공적 저축을 만들 수 있으며, 따라서 평등화된 사적 소
유의 경우보다 국가 소유의 경우에 효율성에 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Meade, [1964] 1993: 61).

하지만 미드의 추론에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

그렇다면 사적 소유에 유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앞서 말한 
주장에 진실의 전부가 담겨 있다면 (Ks – D)/K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에 더 좋
을 것이다...따라서 사적 소유가 없는 위치에 출발한다면 사적 소유의 양을 늘어
나면서(즉 (Ks – D)/K는 떨어지면서) (1) 조세 인센티브가 악화되지만 (2) 재
산 소유권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전과 독립성은 올라갈 것이다. 이를 더 진행시켜
보면 (1)에서 얻는 추가 손실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2)에서 얻는 추가 이득은 
덜 중요해질 것이다. 이 사이 어딘가에 최적의 지점이 있다. 비록 어디인지를 말
할 수 없지만 말이다. 실제로 그것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그러나 (Ks – D)/K 지수(현재는 너무 낮아서 한참 마이너스이다)가 영국에서 
실제로 올라갈 경우, 특히 사적 소유로 남아 있는 재산이 동시에 동등하게 분배
될 경우 더 나아질 것이라는 예감이 있다. 내 견해로는 필요한 일은 순자산 소
유를 어느 정도 사회화하고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재산을 좀 더 동등하게 분
배하는 것을 결합하는 것이다(Meade, [1964] 199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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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시장인 황치판은 아마도 홀로 미드의 통찰을 발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
을 것이다. 황 시장의 “제3의 금융”이라는 개념은 미드의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정부가 공적 자산으로부터 시장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때 사기업과 개인에 대
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따라서 공적 소유 사업과 사적 소유 사업의 병
진과 상호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중국의 소득세율이 33퍼센트인데 
반해 충칭은 15퍼센트를 부과한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충칭의 국가 소유 기업의 많은 기능은 – 이번 호에 실린 필립 황의 논
문에 잘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공영 극장 건설과 공공 임대 주택부터 정부가 
돈을 대는 고속국도의 요금을 없애는 미소기업에 자금을 대는 것까지 포함된다9) 
- 미드의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의 “최적의 혼합”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
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관점에서 본 르네상스, 종교개혁, 헤게모니

보시라이(薄熙来)는 2007년 12월에 충칭 당서기가 되었다. 그가 추진한 프로
젝트는 “지배”와 구별되는 “헤게모니”라는 그람시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람시는 “르네상스는 엘리트 서클 내에서 일어난 귀족적 운동에 머물렀다...다
른 한편으로 종교개혁은 실제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자신의 
지적 논적인 크로체의 말에 동의한다(Fontana, 1993: 40). 따라서 그람시는 보
통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얻을 수 있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이탈리아공산당이 해
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것이 바로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한 일이다.

충칭을 다룬 대부분의 서방 언론은 인민이 “혁명가요[唱紅]”를 부르도록 고무
한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람시의 (“지배”가 아니라) “헤게모니”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혁명가요 부르기”를 더 넓은 맥락에 놓아야 한다. 이 맥락에 대해서는 
이미 이 글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는데, 그것은 2007년 이래 충칭이 “농촌과 도시
의 발전하는 통합하는 국가적인 실험장”이라는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정책 실험은 2010년에 시작된 이른바 “인민의 삶을 개선하는 10대 프로
젝트”이다(Cui, 2010). 앞에서 논의한 후커우 등록 개혁은 10대 프로젝트 가운
데 일곱 번째이다.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건설은 첫 번
째 과제이다. 이런 10대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혁명가요 부르기는 그저 교조 주
입의 한 형태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민의 삶을 개선하는 10대 프
로젝트라는 맥락에서 혁명가요 부르기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간주될 

9) 미소기업(微型企業)은 규정상 20명 이하를 고용하고 등록 자본이 최대 십만 위안이 
기업이다. 이는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더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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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중국의 정치 체제가 경쟁적인 다당제를 수립하지 않은 채 얼마나 진화할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서방에서 보통선
거권을 도입한 것이 보수적인 책략이었다는 알베르크 히르쉬만(Albert 
Hirschman)의 회고는 성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서유럽과 미국에서 보통선거권이 점진적으로 확립된 것은 공개 선거에서 비밀 
선거로 바뀐 것과 함께 일어났다. 물론 이런 연관성에는 이유가 있다. 하층에 있
는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면서 부자들이 매표를 하는 것을 막고, 
유력자의 협박과 보복을 막는 것이 ...점점 중요해졌다. 그러나...비밀 투표의 확
립은 공적 정신과 참여적인 에너지를 공적으로 보여줄 상당한 기회를 잃게 되었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존 스튜어트 밀처럼 당대의 일부 지도
적인 진보 인사들은 여기에 반대했다...보통, 비밀 선거권의 수립에 함축되어 있
는 상당한 진보는 그런 관점을 상실한 대가 속에 왔다...[투표는] 좀 더 효과적
이고 좀 더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는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렬하고 “표현적인” 형
태의 정치적 행동을 탈정당화한다(Hirschman, 2002: 117-18).

중국공산당은 경쟁적인 다당제에 양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공산당은 
보통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얻기 위해 “대중 노선”에 의지해야 한다. 프랑스 철학
자 알랭 바디우는 사도 바울로부터 “대중 노선”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발전시켰
다. 먼저 사도 바울을 인용한다.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
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
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하에 있
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을 얻
으려고, 율법 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어 바디우는 이렇게 주장한
다. “이것은 전혀 기회주의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대중 노선’이라고 부르고, ‘인민에 봉사한다’라는 표현 속에서 극단으로까지 밀고 
나간 것과 관련되어 있다”(Badiou, 2003: 99). 아마도 간부들을 농민과 함께 일
하고 함께 살고 함께 먹도록(이른바 三進三同) 보내는 충칭의 시도는 사도 바울
을 따라 공산당의 대중 노선을 재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충칭 실험이 중국 전체에 함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가올 전체를 부분적으로 
엿보는 것인가?

대부분의 서방 언론은 보시라이가 다음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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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2007년에 시
작된, 농촌과 도시의 발전을 통합하는 국가적인 실험장으로서의 충칭이라는 더 
넓은 맥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황치판 시장은 미드 식의 공적 기업과 사적 기
업의 병진을 위한 “최적의 혼합”의 기초를 놓았다. 공적 기업은 충칭에서 공공 
임대 주택 건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이런 종류로서는 최초이
자 최대의 프로젝트이며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게 주
택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동시에 농민공의 후커우 등록제에 대한 충칭의 개혁은 면밀히 관찰되었고, 전
국적인 수준이 논쟁이 있었다. 지표 시장 – 후커우 등록 개혁을 잘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제도적 내용이다 – 은 “토지 개발권”을 중국의 법 현실에 도입하는 것
을 함축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당과 인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려는 충칭의 노력이 중국공산
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리킬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람시가 르네상스는 귀족
적인 운동에 머무른 데 반해 종교개혁은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고 한 크로체에 동의했다고 이미 언급했다. 여기서는 이 짧은 논문을 끝맺기 위
해 G. K. 체스터턴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인용하고자 한다.

그리스도가 상징적 계기에서 자신의 위대한 사회를 수립하고 있을 때 그는 주
춧돌로 명민한 바울도 영묘한 요한도 선택하지 않고, 사기꾼, 속물, 겁쟁이, 한 
마디로 사람을 선택했다...모든 제국과 왕국은 이러한 내재적이고 지속적인 약
점, 즉 강한 사람에 의해, 강한 사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 
하나의 사태, 즉 역사적인 기독교 교회는 약한 사람 위에 세워졌고, 그런 이유로 
불멸이다. 왜냐하면 그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보다 강한 사슬이 없기 때문이다
(Chesterton, [1905] 197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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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Intimations of the Coming Whole: The 
Chongqing Experiment in Light of the Theories of 
Henry George, James Meade, and Antonio Gramsci 

Zhiyuan Cui(Tsinghua University)

If Shenzhen was a symbol of China in the 1980s, and Pudong (the new 
part of Shanghai) in the 1990s, then Chongqing embodies China in the 
first decade of the twenty-first century. Niall Ferguson, a Harvard 
economic historian who coined the term Chimerica, may have captured 
the image of Chongqing in the minds of many people when he said the 
following in 2008: 

Shortly before the anniversary of the great Western credit crunch, I 
paid a visit to its antithesis: the great Eastern savings splurge. Nowhere 
better embodies the breakneck economic expansion of China than the 
city of Chongqing. Far up the River Yangzi, it is the fastest-growing city 
in the world today. I had seen some spectacular feats of construction in 
previous visits to China, but this put even Shanghai and Shenzhen into 
the shade. (The Ascent of Money, 2008) 

Interestingly, the trip Ferguson took to Chongqing may have changed 
his mind about “Chimerica.” In his initial idea of “Chimerica,” China 
serves the function of “saving,” while the United States that of 
“consumption,” since there is no sufficient domestic market for China to 
not have to rely on export-led growth. However, the “spectacular feats 
of construction” he observed in Chongqing―a municipality of 32.6 million 
people (of whom, in 2008, nearly 23.5 million were peasants) located in 
inland western China―signals to him the coming reality of a huge 
Chinese domestic market, and therefore the end of “Chimerica.” 

For me, it is telling that Ferguson should find Chongqing to be the 
antithesis of his “Chimerica,” since it was precisely Chongqing that was 
chosen by the Chinese State Council in 2007 as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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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zone for integrating rural and urban development.” This 
integration is the key to stimulating China’s domestic demand, if only 
because urban residents consume several times as much as rural 
residents, making possible a shift from an export-driven pattern of 
growth to a domestic consumption―driven pattern. In March 2011, the 
Chinese People’s Congress officially announced the 12th Five-Year Plan 
in which “Changing the pattern of economic growth to improve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became the new pillar of China’s economic and 
social policy. In a sense, Chongqing’s various experiments of integrating 
rural and urban development can be seen as “partial intimations of the 
coming who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erpret the ongoing Chongqing 
experiment in light of the theories of Henry George, James Meade, and 
Antonio Gramsci. But before doing so, I need to clarify the nature of 
this theoretical interpretation. By resorting to these theories, I do not 
mean to suggest that the leaders of and participants in the Chongqing 
experiment consciously follow these theories. Nietzsche famously stated 
in On the Genealogy of Morals that “the deed is everything” (Das Tun ist 
alles). A fuller citation may be necessary to see why Nietzsche denies 
that there is a subject behind the deed: “There is no ‘being’ behind the 
deed, its effect and what becomes of it; ‘the doer’ is invented as an 
afterthought,.the doing is everything” (Nietzsche, [1887] 2007: 26). This 
sweeping denial of “the doer” has puzzled many Nietzsche scholars and 
readers. It seems to me that Robert Pippin, a professor of philosophy 
and social thought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has solved this puzzle. 
How he did so can illuminate the sense in which we speak of “the doer” 
of the Chongqing experimen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at experiment 
with the aid of “theory.” 

Pippin makes it clear that “Nietzsche is not denying that there is a 
subject of the deed. He is just asserting that it is not separate, distinct 
from the activity itself; it is ‘in’ the deed,” just as Nietzsche said in 
another book, Thus Spoke Zarathustra: “I wish your self were in the 
deed like the mother is in the child” (Pippin, 2010: 75.76). Pippin nicely 
interprets Nietzsche’s position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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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formation and articulation are always temporally fluid, 
altering and transformable “on the go,” as it were, as events in a 
project unfold. I may start out engaged in a project understanding my 
intention as X, and over time, come to understand that this first 
characterization was not really an accurate or a full description of what 
I intended; it must have been Y, or later perhaps Z. And there is no 
way to confirm the certainty of one’s “real” purpose except in the deed 
actually performed. (Pippin, 2010: 78) 

If it is already difficult to figure out the “intention” of an individual 
“doer,” it is even more troublesome to be sure about the intention of 
the “collective doers” of the Chongqing experiment. But it is precisely my 
point of bringing in the theories of Henry George, James Mead, and 
Antonio Gramsci to interpret the deeds of the participants in the 
Chongqing experiment. It does not mean that the participants have 
deliberately followed these theories, only that their deeds are consistent 
with the theories. Hegel said somewhere that “the French revolution 
occurred in order that a good book about it can be written.” His droll 
statement may not be so far-fetched. 

The Land Certificates Market, Household 
Registration Reform, and Henry George 

Though Chongqing was selected by the State Council to be “the 
national experimental zone for integrating rural and urban development” 
in June 2007, its role in China’s overall development strategy was in fact 
drawn up three months earlier by President Hu Jintao when he gave a 
keynote speech to the Chongqing delegation in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March 2007. According to President Hu, 
Chongqing’s mission is threefold: (1) to become the economic center of 
the upper Yangzi River; (2) to become the “growth pole” for the whole 
western region of China; (3) to become the first place in western China 
to achieve a so-called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小康社會.

In the spirit of this mission, Chongqing established the first and only 
“land exchange market” 土地交易所 in China in December 2008. To 
understand the profound meaning of Chongqing’s land exchang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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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eed to know two of China’s fundamental national policies: one is 
that China would like to speed up the synchronized development of 
urban and rural areas, especially to speed up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the other is that China would like 
to maintain 1.8 billion mu of cultivated land to ensure the country’s 
food supply. In October 2005, China had 1.831 billion mu under 
cultivation. Apparently, there is a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se two 
fundamental policie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require an 
increasing amount of land, while the redline of 1.8 billion mu of 
cultivated land has nearly been reached and must not be transgressed. 
To maintain this redline, each year local governments are permitted to 
convert cultivated land to land for urban development up to a set limit. 
Nationwide, the overall limit will be reached in the near future. To solve 
this dilemma, in 2005 the Ministry of Land and Resources issued “An 
opinion on regulating the experiment of linking up increased land use 
for urban development with decreased nonagricultural land use in rural 
areas,” the most important document on land policy in recent years in 
China. Non-agricultural use of land in rural areas includes peasants’ 
residential plots and land for rural industries and services. According to 
the ministry’s policy, if some peasants have restructured the 
configuration of their housing, reduced the size of their residential plots, 
and converted the land back to cultivation, or some rural industries are 
no longer in operation and the land has been converted back to 
agricultural use, then the local government’s quota of land for urban 
development can be expanded. 

In this context, we can see how significant Chongqing’s newly 
established “land exchange market” is: it in fact provides a vehicle for 
this extra quota of land to fetch a fair value. In this market, what is 
being exchanged is not land ownership itself or the use right to the 
land, but rather a quota, so-called “land certificates” 地票. These 
certificates signify the amount of rural non-agricultural land that has 
been converted back to cultivation. The peasants or rural industries who 
have converted their residential plots or factory  sites back to cultivated 
land are entitled to sell the certificates in the “land exchange market” to 
developers, who are required to buy them in an auction. If a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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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 an auction and thus gets a “land certificate,” then it can use this 
quota to purchase land-use rights in urban areas and develop that land. 
This interesting institutional arrangement is in a sense similar to 
“emission permits trading” in the current global climate change regime. 

Figure 1 shows how the “land exchange market” works in Chongqing. 
In my view, the nature of “land certificates” is “land development rights” 
for peasants: the right of peasants to share in the benefits of the 
development of their land. In the current Chinese “land management 
law,” there is no concept of “land development rights.” Thus, what is 
significant is that this right is implicitly recognized in Chongqing’s “land 
certificates” exchange market. 

The market for “land certificates” in Chongqing can be compared to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TDR) experiments in some U.S. cities 
in the 1970s (Richards, 1972). That is, in a community, landowners 
whose land can be developed according to urban planning guidelines are 
required to purchase the development rights from other landowners 
whose land is designated to be set aside for conservation. To fully 
understand land development rights, we need to turn to Henry George, 
the father of land reform movements in many Western countri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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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nineteenth century. 
Henry George may not be a well-known figure today. However, John 

Dewey once said that “it would require less than the fingers of the two 
hands to enumerate those who, from Plato down, ranked with Henry 
George among the world’s social philosophers” (Dewey, 1928). George was 
the most influential proponent of the land value tax,10) also known as 
the “single tax” on land. 

In his most famous work, Progress and Poverty, George seeks to 
explain why poverty persists despite advances in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eriod in which George lived, 1840s.1890s, 
witnessed the rapid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growth of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George observed how technological and 
social advances enhance the value of land, and thus the wealth that 
landowners can demand from those who have need of the use of land. 
Yet, landowners tend to increase the price of land much faster than 
wealth can be produced, resulting in a decrease in the amount of money 
left for labor to claim in wages, and finally leading to the bankruptcy of 
some enterprises, and consequently to widespread unemployment and 
poverty. Since George believed that everything found in nature, most 
importantly land, belongs equally to all humanity, and because the value 
of land was created by society, he argued that the economic rent of 
land should be shared by all in society rather than being owned 
privately. Therefore, he proposed levying a tax on the annual value of 
land held as private property, that is, a land value tax. He was 
convinced that society, by taxing land values, could recapture the value 
of its common inheritance, and eliminate the need for taxes on 
productive activity, which he thought is less fair and less efficient. 

Sun Yat-sen, the founding father of the modern Chinese Republic, was 
inspired by Henry George. Sun nicely summarized George’s idea in one 
sentence, which he repeated on numerous occasions: “The increase of 

10) A land value tax (or site valuation tax) is a levy on the unimproved value of 
land. It is an ad valorem tax on land that disregards the value of buildings 
and other improvements as well as personal property. A land value tax, 
however, does take into account the effect on land value of location, or of 
improvements made to neighboring land, such as proximity to public works or 
a shopping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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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value not due to the private owner’s effort should go to the 
public”. Interestingly, Winston Churchill was a one-time Georgist when 
he still belonged to the British Liberal Party: “Roads are made, streets 
are made, services are improved, electric lights turn nights into day. . . 
. To not one of those improvements does the land monopolist contribute 
and yet by every one of them the value of his land is enhanced. He 
renders no service to the community. . . . He contributes nothing even 
to the process from which his own enrichment is derived” (Churchill, 
1909: 118.19). 

Joseph Stiglitz, winner of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in 2001, has 
modernized Henry George by proving the “Henry George Theorem”: 

In a simple spatial economy, where the spatial concentration of 
economic activity is due to a pure local public good and where 
population size is optimal, aggregate land rents equal expenditure on the 
pure public good. This result has been dubbed the Henry George 
Theorem (HGT), since a confiscatory tax on land rents is not only 
efficient, it is also the “single tax” necessary to finance the pure public 
good. (Arnott and Stiglitz, 1979: 471.72) 

Applying George’s and Sun’s insights, and Stiglitz’s Henry George 
Theorem, to China today, we can see that land value increases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so far mainly benefitted 
urban residents and peasants who live close to the suburbs, but not 
peasants who live in remote areas. The point of Chongqing’s “land 
certificates exchange market” is exactly to allow peasants who live far 
from urban areas to share the land value increase by selling their 
“development rights” (“land certificates”). And Chongqing’s land 
certificates exchange market (for development rights) is truly an 
innovation as even in the West there is no such market for development 
rights. 

The significance of the Chongqing “land exchange market” can be 
further appreciated if we now shift to another key component of the 
Chongqing experiment, namely the household registration reform for 
rural migrant workers in the city. From August 15, 2010, until the end 
of July 2011, more than two million rural migrant workers hav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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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household registration from rural residence to urban residence. 
This is the biggest household registration reform that has ever taken 
place in China. The only condition for migrant workers to qualify is that 
they have been working in the city for more than five years. This is a 
huge step in reducing discrimination against rural workers in the city 
and is a sine qua non for the “integration of rural and urban 
development”―the mission of Chongqing as the “national experimental 
zone” in this regard. However, if there were no “land exchange market,” 
it will be difficult for Chongqing to deal with the emerging new situation: 
when rural migrant workers get urban household registration, they will 
enjoy the same benefits that urban residents have been enjoying, that is, 
the so-called “five pieces of clothes”: urban employment, retirement 
pensions, public rental housing, children’s education in the city’s public 
schools, and health care―all this without them being forced to give up 
their rural residential plots and contracted cultivated land. However, if 
this pattern persists, it will be detrimental to rationalizing the use of 
rural land. On the other hand, it is fortunate for Chongqing that rural 
migrant workers may have an incentive to voluntarily give up their 
residential plots by converting them back to  cultivated land so that they 
can exchange the “land certificates” for money. Currently, the average 
price for a one-mu “land certificate” is between 150,000 and 200,000 
yuan, which is 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for rural migrant workers 
who have gotten urban household registration and can settle down more 
comfortably in the city. 

In addition to “land certificates,” the “Henry George Theorem” is also 
embodied in Chongqing’s public land leasing system. George’s “single 
tax” idea is that when the government can capture the increase in land 
values, it does not need other taxes. Stiglitz’s “Henry George Theorem” 
implies that even though we may not achieve George’s ideal completely, 
government can levy lower taxes if it can capture a large portion of 
increases in land value. When Huang Qifan first came from Shanghai to 
Chongqing as deputy mayor in 2001, the Chongqing government’s 
revenue from leasing public land was only 0.2 billion yuan. He was 
puzzled by the fact that Chongqing’s “base price” for public land leasing 
was lower than that of Chengdu, even though Chengdu’s land, be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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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in, is much more easily made ready (i.e., to achieve the “seven 
connections and one leveling”11)) for public auction. Huang immediately 
decided that Chongqing’s base price per mu should be 10 yuan higher 
for each class of land than that of Chengdu. Starting from June 18, 
2002, Chongqing implemented the new base price for leasing public land 
(see Table 1). 

This measure had an immediate effect: in 2002, Chongqing’s revenue 
from leasing public land was 0.6 billion yuan; in 2003, 2.2 billion; and in 
2010, 98 billion. That the Chongqing government has captured a large 
portion of the increase in land value is one of the key reasons for the 
relatively low rate of taxes it levies on private business. This may be 
seen as a special case of the larger argument about the co-development 
of public ownership and private business in the next section. 

Co-development of Public Ownership and Private 
Business in Light of James Meade’s Theory 

According to conventional wisdom, publicly (state) owned businesses 

11) The seven connections are: water supply, sewer, electricity, road, 
communication, heating, and natural gas connections; and the one leveling is 
ground lev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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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ivately owned businesses can only replace one another: that is, 
when the state sector retreats, the private sector will advance 國退民進; 
and when the state sector advances, the private sector will retreat 國進民
退. In Chongqing, however, while the public ownership of assets has 
grown eight times―from 170 billion yuan in 2002 to 1,386 billion at the 
end of June 2011―the private sector has also grown very fast: in 2001, 
the private sector accounted for 38.8 percent of Chongqing’s GDP, while 
by the end of 2010 the ratio had become 61.2 percent. The Chongqing 
experiment demonstrates that public ownership of assets and private 
business are not substitutes for one another. Rather, they can be 
complementary and mutually reinforcing. This is consistent with the key 
insight of James Meade, winner of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in 1977 
and an advocate of “liberal socialism” since 1937. 

It is remarkable that John Rawls insisted that only James Meade’s 
“liberal socialism” satisfies his “Two Principles of Justice,” while “a 
capitalist welfare state” does not (Rawls, 2001: 135). The crucial 
contribution of Meade is his thinking through analyt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public debt, and public assets, while mainstream 
Western economics only sees the first two. Figure 2, from James Meade’s 
1964 book (Meade, [1964] 1993), nicely illustrates the three-way 
relationship. 

The point of Figure 2 is that if we were only to consider the figure of 
public assets held by the state without including public debts, we would 
overestimate the degree of socialization in the United Kingdom in 1959, 
which was 42 percent; however, if we include public debts, the degre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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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ization is “minus 14%”! (Meade, [1964] 1993: 62). 
From today’s vantage point of the ongoing fiscal and financial crisis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in the European Union, we can appreciate 
even more Meade’s emphasis on the three-way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public debt, and public assets. We can plausibly say that one of 
the root causes for today’s crisis in the West is that governments lack 
sufficient “public assets,” and they all want to lower taxes (at least for 
the “middle classes”) for electoral reasons, thus their only “way out” is 
to rely too heavily on public debt! Meade develops a sophisticated theory 
of “optimal mix” between public and private ownership: in the first step 
of his reasoning, he compares public ownership with the “equal 
distribution of private ownership”: 

In one important respect the social ownership of property has an 
important advantage over the equal distribution of private ownership. In 
both cases in the interests of preventing total savings from falling below 
the optimum level, private savings may need to be supplemented by 
public savings, particularly since with a more equal distribution of 
income from property there will remain no very large private incomes 
from property out of which high personal savings might have been 
made. In both cases, the promotion of public savings through a budget 
surplus may be necessary. In the case in which property is in private 
ownership the achievement of the budget surplus will require increased 
tax revenue; and the rise in rates of taxation may have unfortunate 
effects on economic incentives. In the case of the social ownership of 
property, on the other hand, all income from property accrues to the 
State. The State can, therefore, generate a given level of public savings 
through the budget with a lower level of tax rates and therefore with 
less adverse effects on efficiency in the case of State ownership of 
property, han in the case of equalized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Meade, [1964] 1993: 61) 

However, there is a second step in Meade’s reasoning: 

Is there then nothing to be said in favor of private property? If the 
foregoing argument contained the whole of the truth, then the greater 
the ratio (Ks-D)/K the better for society. . . . Thus if we started from a 
position with no private property, as the amount of privat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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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 (i.e., as (Ks-D)/K fell) (i) tax incentives would worsen but (ii) the 
security and independence gained from property ownership would rise. 
As we proceeded, the extra loss from (i) would become more and more 
acute and the extra gain from (ii) less and less important. Somewhere 
there is an optimum point though I am afraid that I cannot tell you 
where it is. Indeed I am not sure that I can even define it rigorously. 
But I have a hunch that it would be better if the index (Ks-D)/K (now so 
low that it is highly negative) were substantially raised in the United 
Kingdom, particularly if the property which did remain in private 
ownership could simultaneously be much more equally distributed. In my 
view what we need is a combination of measures for some socialization 
of net property ownership and for a more equal distribution of the 
property which is privately owned. (Meade, [1964] 1993: 64) 

Huang Qifan, the mayor of Chongqing, may have independently 
rediscovered Meade’s insight and implemented it in practice. Mayor 
Huang’s notion of “the third finance” can be understood from Meade’s 
theory: when the government can get market revenues from public 
assets, it can reduce the tax burden on private business and individuals, 
therefore realizing the co-development and mutual reinforcement of 
public and private ownership of business. The fact that Chongqing has 
been levying a 15 percent income tax on enterprises when the national 
rate is 33 percent says it all. 

In fact, many functions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in Chongqing―
nicely described in Philip Huang’s article in this issue, and including 
everything from building municipal theaters and public rental housing to 
providing funds for micro-businesses to making government-funded 
secondary highways toll free12)―can be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Meade’s “optimal mix” of public and private ownership. 

The Renaissance, the Reformation, and 
Hegemony in Light of Antonio Gramsci 

12) 3. A micro-business (or micro-enterprise) 微型企業. by definition is one that 
employs fewer than twenty people and has a registered capital of up to 
100,000 yuan. It is even smaller than businesses categorized as “smal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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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 Xilai 薄熙來 became the Party Secretary of Chongqing in December 
2007. The project he initiated can be interpreted in light of Gramsci’s 
notion of “hegemony” as distinct from “domination.” 

Gramsci agrees with his intellectual opponent Croce that “the 
Renaissance had remained an aristocratic movement that occurred within 
certain elite circles. . . . On the other hand, the Reformation was able in 
fact to effect a popular penetration” (Fontana, 1993: 40). Thus, Gramsci 
urged the Italian Communist Party to bring about a “Second 
Reformation” to win the hearts and minds of the common people. This is 
also precisely what Bo Xilai has been doing in Chongqing. 

Most Western media coverage of Chongqing emphasizes Bo Xilai’s 
initiative encouraging the people to sing “red songs.” However, from 
Gramsci’s perspective of “hegemony” (rather than “domination”), we 
must put “singing red songs” in a broader context. This context has 
already been mentioned earlier in this article, namely Chongqing as “the 
national experimental zone for integrating rural and urban 
developments” since 2007. The latest policy experiment in this direction 
is the so-called “ten projects for improving people’s livelihood” (Cui, 
2010) launched in 2010. The household registration reform discussed 
earlier is ranked as number 7 of the Ten Projects. The building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low- and middle-income people is ranked 
number 1 on the list. Without these ten projects, singing red songs may 
be perceived simply as a form of indoctrination. However, singing red 
songs in the context of the ten projects for improving people’s livelihood 
may be considered as a Gramscian project of hegemony. 

It remains an open question how far China’s political system can 
evolve without establishing a competitive, multiparty election system. We 
should be open-minded. It is interesting to reflect upon Albert 
Hirschman’s following reminder that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suffrage was a conservative device in the West: 

The gradual establishment of universal suffrage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ent hand in hand with the transition from the 
open to the secret vote. There were of course good reasons for this 
conjunction: as poorer and socially subordinate strata of th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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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ded to the vote, it became more important . . . to guard against 
vote-buying by the rich and against intimidation and reprisals by the 
powerful. But, . . . the establishment of the secret vote also meant the 
loss of considerable opportunities for public display of public spirit and 
participatory energies; and it was opposed, for that reason, by some 
leading progressive figures of the day, such as John Stuart Mill. . . . It 
is simply that the considerable advance implici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al, secret suffrage came at a cost that has gotten lost from 
view. . . . [Voting] delegitimizes more direct, intense and “expressive” 
forms of political action that are both more effective and more 
satisfying. (Hirschman, 2002: 117.18) 

It seems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determined not to 
surrender to the competitive, multiparty system. It has to depend on the 
“mass line” to win the hearts and minds of the common people. The 
French philosopher Alain Badiou develops a surprising understanding of 
the “mass line” from Saint Paul: after citing Saint Paul as saying “For 
though I am free from all men, I have made myself a slave to all. To 
the Jews I became a Jew, in order to win the Jews; to those under the 
law, I became one under the law,” Badiou argues that “this is not an 
opportunist text, but an instance of what Chinese communists will call 
the mass line, pushed to its ultimate expression in ‘serving the people’” 
(Badiou, 2003: 99). Maybe Chongqing’s effort to send the cadres to work, 
to live, and to eat together with the peasants (the so-called “sanjin 
santong” 三進三同) can be viewed as revitalizing the party’s mass line a 
la Saint Paul! 

Conclusion 

What are the national implications of the Chongqing experiment? Is it 
a partial intimation of the coming whole? 

Most Western media focus on the prospect of Bo Xilai being elec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Politburo in the next Party Congress. But 
as this article has emphasized, the broader context of Chongqing as a 
national experimental zone for integrating rural and urban development 
starting from 2007 should not be overlooked. Mayor Huang Qifan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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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d down a foundation for the Meade-like “optimal mix” for 
co-development of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Public enterprises have 
also played a key role in building public rental housing in Chongqing, 
which, as the first and largest project of this kind, has become a 
national model for providing housing for low- and middle-income people 
in the 12th Five-Year Plan. 

At the same time, Chongqing’s reform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for migrant rural workers has been closely watched and debated 
nationally. The land certificates market.a key institutional ingredient for 
the household registration reform to proceed smoothly.has implicitly 
introduced “land development rights” into Chinese legal practice. 

Most significantly, Chongqing’s effort to revitalize the party’s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may indicate the future path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 have already mentioned Gramsci’s agreement with 
Croce that the Renaissance remained an aristocratic movement while the 
Reformation was able “to effect a popular penetration.” Here I want to 
cite G. K. Chesterton’s following observation to end this short article: 

When Christ at a symbolic moment was establishing His great society, 
He chose for its corner-stone neither the brilliant Paul nor the mystic 
John, but a shuffler, a snob, a coward.in a word, a man. . . . All the 
empires and kingdoms have failed, because of this inherent and 
continual weakness, that they were founded by strong men and upon 
strong men. But this one thing, the historic Christian Church, was 
founded on a weak man, and for that reason it is indestructible. For no 
chain is stronger than its weakest link. (Chesterton, [1905] 197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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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ndeinkommen und Direkte Demokratie
Volksinitiative zum Grundeinkommen in der 

Schweiz und Volksabstimmung

Enno Schmidt(Mitbegründer der Initiative 
Grundeinkommen in der Schweiz)

Meine sehr verehrten Damen und Herren,

ich möchte mich zunächst bedanken für die Einladung hier her nach 
Seoul. 

Besonders bedanken möchte ich mich 
- bei Prof. Dr. Kwon, Jeong-Im, die mit mir korrespondiert hat und 

mir viel geholfen hat, 
- bei Prof. Dr. Kang, Nam-Hoon und bei Prof. Dr. Kwack, No-Wan, 
- Und ich möchte mich bedanke bei den Dolmetschern, unter anderem 

bei Geum, Min. 

Mein Name ist Enno Schmidt. Ich bin Künstler. Meine Herkunft ist die 
Malerei. Von der Malerei aus bin ich der Frage nach der Kunst weiter 
nachgegangen, die mich in Unternehmen geführt hat. Da sind die 
meisten Menschen tätig, da wirken sie und wirken zusammen, da 
entsteht das meiste von dem, was uns umgibt und prägt. Das ist Kultur 
bildend. Da müsste die Kunst sein. Was ist Kunst in der Wirtschaft? Ich 
habe mit anderen das Unternehmen Wirtschaft und Kunst gegründet und 
bin bei meinen Projekten auch mit dem Unternehmer Daniel Häni in 
Basel in Kontakt gekommen. Wir haben zusammen Anfang 2006 die 
Initiative Grundeinkommen in der Schweiz begründet. Seitdem bin ich für 
diese Idee tätig. Voraussichtlich im Herbst 2016 wird die Bevölkerung in 
der Schweiz über die Einführung ein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in einer Volksabstimmung absti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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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n ich vortrage, ist es sonst nie so, dass ich vom Blatt ablese. Ich 
bin gerne im Moment und finde die Gedanken, die ich zur Sprache 
bringe, erst im dem Moment vor den Menschen.

Jetzt lese ich aber mein Referat ab, weil ich es schon vor einiger Zeit 
geschrieben habe, damit Zeit für die Übersetzungsarbeit ist. Jetzt muss 
ich mich also auch an den Text halten, den ich geschrieben habe. Denn 
der ist nun übersetzt. – Andere Sprachen sind andere Kulturen.

Was jetzt also gerade konkret passiert, dass ist ein 
Übersetzungsgeschehen. Ich habe meine Gedanken und Erfahrungen in 
Sprache übersetzt, in meine Sprache. Das ist ja auch schon ein 
Übersetzungsvorgang, etwas in Sätze und Worte zu bringen. Die 
Dolmetscher haben versucht, diese Gedanken aus meiner Sprache heraus 
für sich zu verstehen und sie in einer anderen Sprache neu 
auszuformulieren. Und Sie versuchen jetzt gerade, aus der Sprache, die 
Sie hören, die Gedanken für sich selbst zu verstehen. Von Unsichtbar zu 
Unsichtbar. 

Sprachen kann man eigentlich nicht übersetzen. Man kann einen 
Gedanken verstehen in der einen Sprache und ihn in einer anderen 
Sprache neu erfinden, neu empfinden und in einem anderen 
Bewegungszusammenhang wie in einem anderen Tanz und Klang neu 
ausformen. Ein anderes Schmecken in Bildern aus anderen kulturellen 
Wurzeln. So ist das auch mit der einen gleichen Idee d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in verschiedenen Kulturen. 

Gedanken können übersetzt werden. Nicht die Sprache. Der Gedanke 
kann übersetzt werden, das heißt, ihn schöpferisch und individuell aus 
eigenem Verstehen in Sprache zu gestalten. Um diese persönliche 
Verantwortung kommt man nicht herum beim Übersetzen. Auch nicht 
beim Verstehen. Damit bin ich wieder beim Grundeinkommen. Das führt 
mitten in die Verantwortung hinein, die einem keiner abnehmen kann. Es 
geht immer über den Menschen, und der bin ich. Also, jeder. Jeder ist 
immer und in allem schöpferisch gestalterisch tätig und individuell 
verantwortlich. Das Bedingungslose am Grundeinkommen nimmt einem 
die Verantwortung nicht durch fremde Vorgaben ab. Es wirft einen 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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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 selbst zurück. Das gilt auch schon für die Art, wie man mit dem 
Gedanken des Grundeinkommens umgeht. Daran erlebt man auch sich 
selbst. Das Bedingungslose nimmt die Stützen der Konvention weg. Es ist 
vom ersten Moment an eigene Leistung. Es nimmt die fertigen 
Schablonen weg, in denen man sich nur eine Nische zum Überleben 
suchen kann. Denn es sagt: lebe! Es ist ein Brennglas auf das, was ich 
selber mache, wie ich es mache, was ich aus mir selber mache. Es 
attackiert die Bequemlichkeit. Das beginnt beim Verstehen. Es denkt sich 
nicht von selbst.

Wenn Sie um sich schauen, in die Welt schauen, was Menschen so 
machen und gestalten, die Möbel, der Umgang mit Tieren, soziale 
Strukturen, Unternehmensstrukturen, die Architektur, das Straßenbild, 
dann erleben Sie überall auch den moralischen Willen, der sich darin 
ausdrückt. Das ist vielleicht eine künstlerische Wahrnehmung. Die hat 
aber jeder. Was da den Eindruck macht, den ästhetischen Eindruck – 
und alles macht einen ästhetisch moralischen Eindruck, auch Politik, 
auch der Umgang mit der Natur – darin ist immer der moralische Wille 
zu empfinden, der hinter der Gestaltung steht und sich in ihr ausdrückt 
und der durch sie wirkt, der auf Menschen bildend wirkt. Es geht mir 
dabei nicht um eine Bewertung, was moralisch oder unmoralisch wäre, 
sondern um das Bemerken, dass nichts ohne Wirkung ist, dass die 
Wirkung immer kündet von dem, was dahinter steht, und dass nichts 
ohne Verantwortung sein kann. Ich erwähne das, weil es neben den 
funktionalen Sichtweisen, in denen alles schnell festgetreten ist und nicht 
angeschaut wird, auch noch andere Sichtweisen gibt, in denen die Welt 
anders erfahren wird. Ich erwähne das, weil ich die vielen Arbeiten und 
Aufgaben gar nicht aufzählen kann, die anstehen und doch liegen 
bleiben, weil an bezahlten Arbeitsplätzen festgehalten wird. Was uns die 
Technik abnimmt, das ist eben nicht die menschliche Arbeit. Die wird 
dadurch nur freier gestellt. Die nimmt zu. Der technische Fortschritt ist 
nicht der Fortschritt der Menschheit. Der technische Fortschritt ist nur 
eine Voraussetzung. Und eine Herausforderung. Der Fortschritt der 
Menschheit ist erst, was wir als Menschen daraus machen.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ist für mich wie die Basis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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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künftigen Leistungsgesellschaft. Da ändert sich, was man als Leistung 
ansieht. Und da ändert sich, was als Arbeit in Erscheinung tritt. Das 
Grundeinkommen richtet sich nicht auf bestimmte Umstände, sondern 
auf den Menschen und erst vom Menschen aus individualisiert auf dem 
Boden seiner Initiative auf alles. 

Ich erwähne das, um den Gedanken d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etwas aus den Umständen zu lösen, in denen man ein 
Grundeinkommen vielleicht schnell als sinnvoll sieht, wo man dann aber 
auch schnell mehr die Umstände sieht als den Gedanken des 
Grundeinkommens. Der bezieht sich allein auf den Menschen. Der 
Gedanke muss immer neu übersetzt werden. 

Übersetzen ist etwas Gestaltendes. Das Verstehen ist etwas 
Schöpferisches. 

Das ist das, was jetzt gerade stattfindet. Ich wollte mit dem 
Nahelegenden beginnen.

Jeder ist eine Sprache, jeder ist eine persönliche Kultur. Auch was ich 
zum Grundeinkommen sage ist meine persönliche Kultur. So ist es bei 
jedem.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ist nicht für die Reichen. Nicht 
gegen die Reichen. Nicht für Alleinerziehende. Nicht für die Armen. Es 
ist nicht für die unbezahlte Arbeit. Es ist nicht gegen Erwerbsarbeit. Es 
ist nicht für die Guten. Es ist nicht gerecht. Es meint keine 
Umverteilung. Es ist nicht unbedingt mehr Geld in der Tasche. Es ist 
sowieso als erstes nicht Geld. Es ist für kein Attribut, für keinen Status, 
für keine spezielle Situation. Es ist keine Bezahlung und keine Lösung. 
Es ist das Recht auf Leben. Es heißt willkommen und wirft einen auf sich 
selbst zurück. Das ermöglicht mehr Lösungen durch die Menschen. 

Jeder ist wie eine Idee von sich selbst. Damit die klarer wird, damit die 
sich entwickelt, zur Sprache kommt, für andere wirkt und Neues 
hinzukommt, darum lebt man. Das bedeutet auch: Es gibt so viel Arbeit, 
wie es Menschen g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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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es gibt keine andere Arbeit als die eigene. Wenn ein Mensch 
etwas macht, ist es immer er, der es macht. Arbeit ist etwas Intimes. 
Man kann sie nicht bezahlen. Denn Bezahlen drückt ein 
Eigentumsverhältnis aus. Und Eigentum an Menschen ist nicht möglich. 

Aber ein Einkommen braucht jeder. 
Irgendwann rollt sich das Buch des Lebens auch wieder ein. Dann 

braucht man kein Einkommen mehr. Aber so lange man lebt, braucht 
jeder eins. Das sollte anerkannt werden. Und nicht der Mensch als 
Funktion, sondern der Mensch selbst sollte anerkannt werden. 

Nur der Mensch kann was. Die Funktion kann nichts.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bringt den Menschen ins 

Bewusstsein. 
Dagegen steht die Angst vor dem Menschen. Dagegen steht auch die 

Bequemlichkeit.
Ein Sprichwort sagt: „Wer will, der findet Wege, wer nicht will, der 

findet Gründe.“  

Schon für das Verstehen d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braucht es den einen eigenen Schritt in Freiheit. Sonst bleibt es bei 
Konventionen. Wie auch immer jemand mit dem Gedanken umgeht, er ist 
selbst verantwortlich. Es sind nicht die Umstände, die zwingen. Was auch 
immer jemand tut, wenn es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gibt, 
er ist selbst verantwortlich. Auf diesem Boden wird alles Handeln zur 
eigenen Initiative.

Da ist das Individuelle. Das ist die persönliche Verantwortung für alles. 
Das Soziale ist das Vertrauen zum Anderen. Das Zutrauen, das man 

sich in der Bedingungslosigkeit des Grundeinkommens gegenseitig 
zuspricht. Es ist nicht das Fixieren, was der andere erfüllen muss, damit 
ich ihm vertraue. Sondern das Vertrauen geht auf das Menschsein des 
anderen. Entwicklung geschieht aus dem Unvorhersehbaren. 

Damit wollte ich mein Referat beginnen. Ich wollte dieses Gemeinsame 
herausstreichen an der Idee, das Bereichernde der unterschiedl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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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turen, und dass das Grundeinkommen sich alleine auf den Menschen 
richtet und auf sonst nichts.

Wie sieht es nun in der Schweiz aus?

In der Schweiz – sieht es vor allem ganz schön aus. Viele Berge, 
schöne Seen.

In der Schweiz leben 8 Millionen Menschen. Davon lebt jeder achte in 
relativer Armut. Auf der anderen Seite verfügt jeder achte Haushalt in 
der Schweiz über ein investierbares Vermögen von mehr als 1 Million 
Franken. Jede achte Person lebt in solch einem Haushalt. Das 
Durchschnittseinkommen liegt in der Schweiz bei 7 Tausend Franken im 
Monat. Ein Schweizer Franken sind umgerechnet etwa 1.100 
Südkoreanische Won. Für das Grundeinkommen in der Schweiz schlagen 
wir als Beispiel 2.500 Franken im Monat vor für Erwachsene und 625 
Franken für Minderjährige. In der Schweiz kostet eine Tasse Kaffee oder 
Tee etwa 5 Franken im einem Cafe. Ein einfaches Essen im Restaurant 
kostet etwa 25 Franken. Ohne Getränke. Eine Zweizimmerwohnung kostet 
um die 1.000 Franken Miete. Über einen Mindestlohn hat die Bevölkerung 
in der Schweiz im letzten Jahr abgestimmt. Er sollte 4.000 Franken im 
Monat betragen. Die Bevölkerung stimmte mehrheitlich dagegen. Den 
meisten Schweizern geht es finanziell gut. Arbeitslosigkeit gibt es kaum. 
Im Unterschied zu allen Nachbarländern hat die Schweiz seit 170 Jahren 
keinen Krieg mehr erlebt. Seit 120 Jahren hat die Schweiz die Direkte 
Demokratie in heutiger Form. Direkte Demokratie heißt, dass die 
Bevölkerung über politische Fragen direkt abstimmt. Also nicht über den 
Umweg von Wahlen von Parteien oder Präsidenten. Erst seit 40 Jahren 
haben auch die Frauen das Stimmrecht. Direkte Demokratie ist langsam. 
Aber sie ist nachhaltig. In der Schweiz werden vier verschiedene 
Sprachen gesprochen. Französisch, Schweizer-Deutsch, Italienisch und 
Rätoromanisch. Das sind auch vier Kulturen. Nicht jeder in der Schweiz 
versteht eine der anderen Sprachen. Trotzdem hält das Ganze 
zusammen. 

Ich denke, es hält deshalb zusammen, weil man sich gegenseitig die 
Freiheit gewä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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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er in der Schweiz kann einen Vorschlag zu einer Gesetzesänderung 
machen. Jede Person. Das ist das Initiativrecht. Wenn eine Mehrheit in 
der Bevölkerung dafür ist, wird er Vorschlag umgesetzt. Die Bevölkerung 
kann jederzeit politisch eingreifen und bestimmen. Dadurch ist 
Demokratie ein allgemeiner Prozess. Eine Abstimmung ist nicht nur eine 
Entscheidung, sondern vor allem ist sie ein Austausch unter den 
Menschen. Man hört, was andere Denken. Man sieht, dass man nicht 
alleine ist mit seiner Meinung. Oder doch. Eine Frage wird vertieft, 
Einsichten entstehen und Überzeugungen ändern sich. Die eigene Stimme 
wird nicht abgegeben an eine Partei oder an einen Präsidenten, sondern 
die eigene Stimme ist unmittelbar wirksam. Eine Volksinitiative ist etwas 
anderes als eine Meinungsumfrage oder als eine Petition. Petitionen sind 
Bittstellungen. Damit können die Politiker machen, was sie wollen. In der 
Volksinitiative und Volksabstimmung spricht der Souverän. Das ist 
rechtsverbindlich. Der Souverän sind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Im April 2012 haben wir die Volksinitiative für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gestartet. Von dem Tag an hatten wir 18 Monate Zeit, 
um mindestens 100.000 Unterschriften für unsere Initiative zu sammeln. 
Wenn 100.000 stimmberechtigte Bürgerinnen und Bürger die Initiative 
unterschreiben, dann ist sie eine erfolgreiche Volksinitiative und führt 
zur Volksabstimmung. Wir haben insgesamt 148.000 Unterschriften 
gesammelt, von denen 126.000 gültig waren. Im Oktober 2013 haben wir 
die gültigen Unterschriften in der Bundeskanzlei in Bern eingereicht. Zur 
Einreichung der Unterschriften war ich mit zwei Mitgliedern des 
Initiativkomitees beim Bundeskanzler eingeladen. Er wollte wissen, ob 
alles zu unserer Zufriedenheit verlaufen sei, ob die Ämter die 
Beglaubigungen der Unterschriften reibungslos ausgeführt hätten, ob 
etwas zu verbessern wäre. Er wollte wissen, ob die Organe der 
Demokratie uns gut gedient haben. Die Idee des Grundeinkommens fand 
er gar nicht gut. Das sei eine staatliche Subvention für die privaten 
Unternehmen, sagte er, weil die Unternehmen dann geringere Löhne 
zahlen können, wenn jeder ein Grundeinkommen hat. Aber darum ging 



- 63 -

es ihm nicht, sondern ihm ging es um das Funktionieren der 
Demokratie. 

Ich erwähne das, weil das die Haltung der direkten Demokratie 
gegenüber ist in der Schweiz. Man kann den anderen für einen 
Vollidioten halten und seinen Vorschlag für absurd, aber er hat das 
Recht, seinen Vorschlag zur Abstimmung zu bringen. Und wenn die 
Mehrheit dafür ist, wird es so.

Nachdem wir die Unterschriften eingereicht hatten, hat die Regierung 
vier Ministerien damit beauftragt, zu untersuchen, welche Folgen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haben würde und wie es zu 
finanzieren sei. Eines der Ministerien hat uns eingeladen, damit sie 
besser verstehen, wie wir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denken, 
und um Berechnungen zur Finanzierung zu vergleichen. Das war also ein 
kooperatives Vorgehen. 

Aufgrund der Studie der Ministerien, die zu dem Ergebnis kam, dass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die Wirtschaft ruiniert, die 
Erwerbsarbeiter frustriert und die Gesellschaft in den Abgrund reißt, hat 
der Bundesrat – das ist das Regierungsgremium – eine Botschaft 
verfasst, in der die Regierung die Initiative ablehnt und das Parlament 
auffordert, die Bevölkerung vor den katastrophalen Folgen eines solchen 
Grundeinkommens zu warnen. 

Im Ausland haben daraufhin viele geglaubt, nun sei die Initiative 
gestorben. Weil der Bundesrat sie ablehnt. Aber der Bundesrat hat nur 
verantwortlich gehandelt und gesagt, was seine Haltung ist. Das ändert 
nichts daran, dass die Bevölkerung aus eigener Anschauung frei darüber 
abstimmt. Wenn eine Mehrheit für die Einführung eines 
Grundeinkommens stimmt, dann ist die Regierung dazu beauftragt, es 
einzuführen. Das heißt, es wird immer ernst gemacht mit dem, was aus 
der Bevölkerung kommt.

Im übrigen Europa kann ich sehen, wie die Demokratie abgebaut 
wurde. Abbau der Demokratie geht einher mit Abbau des Sozialen und 
Entmenschlichung der Arbeit, mit der Entrechtung der Menschen.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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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eigen der Vernunft führt zum Krieg. Die Menschen werden nicht 
gefragt sondern bombardiert. Bombardiert auch mit entstellten 
Anschauungen.

Demokratie und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sind für mich 
dieselbe Idee. Was ist der Gedanke der Demokratie? Dass die 
Bevölkerung den Staat bestimmt. Dass jeder Einzelne verantwortlich für 
das Ganze mitentscheiden kann. Dass die Lebenserfahrung von jedem 
gefragt ist und die Intelligenz aller gebraucht wird. Die Demokratie 
fokussiert die Souveränität jedes Einzelnen als Quelle des Gemeinwohls.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tut das gleiche. Es traut jedem zu, 
sein Leben selbst zu führen und selbst entscheiden zu können, wofür er 
sich einsetzt. Wohin er seine Liebe wendet. Und woran er sie entwickelt. 
Es traut jedem zu, aus eigener Einsicht zu handeln. Das heißt, aus 
seiner Freiheit. Aus seiner Freiheit heißt, in seiner Verantwortung.

Die Einführung d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ist für mich ein 
geschichtlicher Vorgang wie die Einführung der Demokratie, der 
Menschenrechte, und wie die Abschaffung der Sklaverei. Es sind nur 
verschiedene Formulierungen der gleichen Idee. Es sind verschiedene 
Sprachen der gleichen Idee. Es ist die gleiche Idee in verschiedenen 
Zeiten. Es ist die gleiche Idee unter anderen Umständen. Es ist derselbe 
Entwicklungsstrom.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frischt auf, was 
in diesem Entwicklungsstrom liegt. 

Institutionen verdunkeln sich mit der Zeit, wenn sie nicht immer 
wieder mit der Wirklichkeit jetzt in Berührung kommen und neu 
angeschaut werden. Das ist bei Unternehmen so, das ist in Beziehungen 
so, das ist bei politischen Einrichtungen so. Sie verdunkeln sich, wenn 
sie nur aus früheren Errungenschaften weiterlaufen. Die Errungenschaft 
von Gestern kann zur Blockade für das Heute werden. Sie erhält sich 
selbst und zieht in die Vergangenheit. 

Demokratie sackt in den Feudalismus ab und Menschenrechte gibt es 
nur auf dem Pap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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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r der Begründer der Menschenrechte, Thomas Pain, sprach schon 
um das Jahr 1790 herum davon, dass die Menschenrechte Makulatur 
seien, also bloße Buchstaben auf dem Papier ohne Wirkung, wenn die 
Menschen nicht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haben. Denn wenn 
die Menschen existentiell von anderen abhängig sind, können sie im 
realen Leben von ihren Rechten nicht wirklich Gebrauch machen. 

Und die Sklaverei? Wenn die nicht dauernd abgeschafft wird, jeden 
Tag wieder, ist sie nicht abgeschafft. Die heutige Form der Sklaverei ist 
die Verschuldung. Und im Prinzip ist auch das kaufen von Arbeitszeit 
Eigentum am anderen Menschen. Wenn auch nur für eine begrenzte Zeit. 
Und der Handel mit Unternehmen, wenn also Unternehmen wie 
Privatbesitz gekauft und verkauft werden, ist eine Form von 
Menschenhandel. 

Die Argumente gegen die Einführung der Demokratie, gegen das 
Menschenrecht, gegen die Abschaffung der Sklaverei, waren genau die 
gleichen wie jetzt die Argumente gegen die Einführung d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Die Leute damals waren nicht 
dümmer als wir heute. Sie konnten sich nur nicht vorstellen, was sie 
nicht gewohnt waren. Die Menschen in der Schweiz sind die Direkte 
Demokratie gewohnt. Dass können sich viele in anderen Ländern nicht 
vorstellen. Die Leute in den Dörfern in Indien, wo Guy Standung sein 
Pilotprojekt durchgeführt hat, können sich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vorstellen. Aber die meisten in der Schweiz noch nicht. 

Wir lassen in unserer Initiative in der Schweiz für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vieles offen. Wir verkaufen kein fertiges Modell, in das 
andere dann hineinkrabbeln müssen. Wir legen nicht fest, wie hoch ein 
Grundeinkommen ist und nicht wie es zu finanzieren sei. Das kann 
Gegenstand weiterer Abstimmungen sein. Zunächst geht es darum, ob 
eine Mehrheit in die Richtung ein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gehen will. Es ist eine Richtungsentscheidung, keine Entscheidung für ein 
fertiges Haus. Das Grundeinkommen ist für alle, betriff alle, und auch 
die Einführung ist eine Sache 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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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n ich nicht aufs Meer fahren will, muss ich mir nicht überlegen, 
wie ich ein Schiff baue. Wenn ich ein Grundeinkommen nicht will, dann 
ist es auch nicht zu finanzieren. Dann finde ich Gründe, nicht Lösungen. 
Und dass ein Grundeinkommen zu finanzieren ist, ist noch kein Grund, 
es einzuführen. Man kann in die Illusion kommen, dass man das Ende 
einer Geschichte vorwegnehmen müsste, damit sich andere auf den Weg 
dorthin machen. Dass man also schon genau festlegt, wie es dann 
aussieht, wenn ein Grundeinkommen eingeführt ist, damit andere meinen, 
dass man also da ganz sicher ankäme. Aber wenn etwas lebendig ist, wie 
die Idee d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dann kann ich mich 
darauf einlassen ohne genau wissen zu müssen, wie das Ende später 
einmal aussieht. Es ist viel wichtiger, das Lebendige zu erleben. Wenn 
ich das Ergebnis vorwegnehmen will, ist der Weg dahin schon tot. Das 
Ankommen kann nicht schon vorher da sein, wenn etwas Neues in die 
Welt kommen soll. Wenn etwas lebt, ist die Zukunft in der Gegenwart. So 
ist es für mich bei der Idee des Grundeinkommens. In jedem Detail ist 
das Ganze. Ich kann nicht festlegen, was da ist, wo ich nicht bin. Ich 
kann nicht so tun, als könnte ich ein Ankommen sicher machen. Ich 
kann nur aus mir heraus sicher sein. Und von mir heraus aufstehen 
und losgehen, dann bildet sich die Brücke zum anderen Ufer. Mit dem 
Gehen bildet sich der Weg. Mit dem Weg bildet sich das Ankommen. Mit 
der Einführung des Grundeinkommens werden sich viele Parameter 
ändern, viele Wirkungszusammenhänge, sodass keine Berechnung solide 
ist, die jetzt die Zahlen einer Finanzierung und das Verhalten der 
Menschen ganz genau voraussagen will. Wenn ich mir jetzt die Formen 
einer Zukunft ausdenke, und in den Formen ankommen will, dann kann 
ich nur in der Vergangenheit ankommen. Denn was ich mir jetzt an 
Formen denken kann, ist aus den Vorstellungen jetzt. Bin ich aber an 
der Idee, nicht an einem fixierten Model, dann kommen Blatt um Blatt 
und schließlich auch die Blüte. Dann spricht sich die Idee lebendig in die 
Zukunft weiter aus.

Wir lassen manches offen, damit jeder seinen eigenen Zugang finden 
kann. Das Grundeinkommen ist eine Sache aller. Wir stellen uns nur zur 
Verfügung, um die Idee zu vermitteln, damit andere selber Fragen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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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nach vorne schauen. Das Sammeln der Unterschriften war eine 
Dienstleistung. Wir gingen auf die Straßen, auf die Plätze und sprachen 
die Leute an. Wir boten ihnen an, eine Veränderung anzustoßen. Durch 
das Sammeln der Unterschriften haben wir rund eine Million Menschen 
für einen Moment mit dieser Idee zusammengebracht. Für einen Moment 
hatten sie die Entscheidung in ihrer Hand. Kurz war sie ihnen ganz nah. 
Von Mensch zu Mensch. Das braucht auch Überwindung, auf die Straße 
zu gehen und Leute anzusprechen. Dafür ist schon etwas von der Art 
Initiative nötig, die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meint. 

Ich möchte ein paar Punkte nennen, die ich beim 
Unterschriftensammeln gelernt habe. 

Ein Punkt ist: Diskussionen über das Grundeinkommen sind nur 
fruchtbar, wenn jemand einen Punkt hat, der ihn selbst am 
Grundeinkommen interessiert. Ob er dafür ist oder dagegen, das ist egal. 
Aber es muss etwas sein, worin er selbst ist. Abstrakte Spekulationen 
über andere sind Zeitvergeudung. Es gibt unendlich viel zu tun für das 
Grundeinkommen. Also nicht sich verzetteln. Die einfache Regel ist: um 
so mehr Menschen vom Grundeinkommen hören, um so mehr können 
dafür sein. Unsere Aufgabe ist es, möglichst vielen Menschen die Idee 
zum Erleben zu bringen. Aber nicht wir sind die Idee, sondern wir 
bringen ihr etwas entgegen. Nicht sich selbst verwechseln mit der Idee, 
die man vertritt. 

Ein weiterer Punkt ist: Der Inhalt, den man vertritt, ist oft weniger 
ausschlaggebend als die Art, wie man ihn vertritt. Letztlich ist es 
Attraktivität, die Menschen bewegt. Ist das attraktiv, wie die Befürworter 
damit umgehen? Sind die selber in ihrer Art attraktiv? Zieht mich das 
an? Und: Fühle ich mich verstanden? Bei dem großen Film, den ich 2008 
zum Grundeinkommen gemacht habe, ging es mir nicht in erster Linie 
darum, dass die Leute durch den Film das Grundeinkommen verstehen, 
sondern darum, dass die Leute sich von dem Film verstanden fühlen. 
Dass sie sich im Film verstehen. Denn das macht die Kraft. Lebensmut! 
Dass Menschen sich sagen: ich kann ja sein, wie ich bin! Was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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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klich denke und empfinde ist ja gar nicht falsch. Ich habe immer 
gemeint, ich darf nicht sein, wie ich bin, aber jetzt sehe ich, dass geht 
ja doch und ist sogar ein Film. Das ist die Botschaft. 

In der Schweiz helfen uns auch die krassen Gegner des 
Grundeinkommens. Denn wenn die in öffentlichen Auftritten polemisch 
und selbstgefällig das Grundeinkommen niedermachen, dann sagen sich 
andere, die vorher gar nicht für das Grundeinkommen waren: das ist 
aber hässlich. Wenn das die Gegner sind, dann will ich lieber zu den 
Befürwortern gehören. 

Wir bieten auch den Gegnern eine Plattform. Denn wenn ans Licht 
kommt, was sie gegen das Grundeinkommen haben, dann zeigt sich 
manchmal am besten die Irrationalität der Gegnerschaft. Aber nicht nur 
deshalb bieten wir auch Gegnern eine Plattform, sondern weil wir auch 
die Gegner wertschätzen. Das Grundeinkommen ist für alle, auch für die 
Gegner. 

Ein weiterer Punkt: Alle Planung und Organisation, bei der wir planten, 
was andere tun sollen, war nutzlos. Da geschah nicht viel. Es hat keinen 
Zweck, wenn ich mir ausdenke, was andere tun sollen. Und es ist 
verführerisch, sich mit langwierigen Absprachen und 
Organisationsformen aufzuhalten und zu meinen, damit sei schon etwas 
getan. Damit ist nichts getan. Das ist oft nur die Ratlosigkeit, die in 
Organisationsformen eine Betätigung findet. Und schließlich streiten sich 
dort nur die Interessen. Wenn man eine Idee hat, muss man sie so gut 
finden, dass man selber sie macht. Sonst ist sie auch für andere nichts. 
Das hat viel mit dem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 zu tun. Du 
kannst nicht andere verplanen. 

Es melden sich auch manchmal Menschen, die sagen, sie fänden die 
Sache mit dem Grundeinkommen gut und würden gerne mitmachen. 
Aber zum Mitmachen haben wir nicht viel. Man muss schon selber etwas 
machen. Aus dem eigenen Impuls. Wenn jemand etwas macht, dann 
kann sich das mit anderen verbinden. Dann kann das auch unterstützt 
werden. Aber nicht auf andere warten. Irgendeine Ampel ist immer 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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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m ersten halben Jahr der Unterschriftensammlung sah es nicht 
so gut aus für uns mit der Anzahl gesammelter Unterschriften. Aber 
dann traten ein paar junge Leute auf, die nannten sich Generation 
Grundeinkommen. Die machten das Unterschriftensammeln zum Ereignis 
und zu einem sportlichen Wettbewerb. Das ging unter anderen von Pola 
Rapatt aus. Sie ist Bewegungskünstlerin, Eurythmistin. Sie konnte eine 
Stimmung erzeugen, die ich als Lebensteppich empfunden habe. Den hat 
man gerne betreten, ist gerne dazugekommen, hat sich ausprobiert und 
ist zur eigenen Kraft gekommen. Da als Bewegung entstand etwas 
Ganzes. Also etwas Lebendiges. Man traf sich zum 
Unterschriftensammeln, schwärmte in Teams aus in die Stadt, traf sich 
später wieder und zählte die Unterschriften aus. Das Team, das die 
meisten Unterschriften gesammelt hatte, wurde Tagessieger. Das wurde 
gefeiert. Das war Spaß, ein bisschen Abenteuer und Erfolge, die zählen. 
Das waren greifbare Ziele, selbst gestellte Ziele. Ein Weg aus Erfolgen. 
Kein sich dahin schleppen für ferne Vorgaben. 

Da ist für mich erlebbar gewesen, dass der Weg zum Grundeinkommen 
– in diesem Fall das Sammeln der Unterschriften – mit dem Geist des 
Grundeinkommens in Übereinstimmung stehen muss. Die Methode, die 
zum Grundeinkommen führt, muss dem Charakter des Grundeinkommens 
entsprechen. Um in der Methode Grundeinkommen anzukommen, muss 
man in der Methode Grundeinkommen vorgehen. Es gibt nicht eine 
Teilung der Wirklichkeit. Es ist nicht jedes Mittel recht. Mit jeder Art des 
Vorgehens kommt man nur da hin, wo das Vorgehen in seiner Art 
schon ist. Eine Methode kann nichts schaffen, was sie nicht selbst ist. 

Ich sage das auch im Hinblick auf manche, die für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sind, aber dabei auf die Politiker schimpfen, gegen die 
Reichen und den Kapitalismus und sofort ein Grundeinkommen umgesetzt 
haben wollen, egal, wie. Das ist kein Weg zum Grundeinkommen. Das 
geht es nur zu mehr Selbstgerechtigkeit und Hass auf Kosten anderer. 
Das ist die Schwäche, sich nur in der Verurteilung anderer selbst 
empfinden zu können. Dass man sich von dem, wogegen man ist, 
abhängig macht in dem, wofür man ist. Man kommt mit einer Me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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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r nur da an, wo die Methode schon ist. Worauf man seine 
Aufmerksamkeit richtet, das stärkt man. Mit dem Blick auf die Reichen 
gibt man ihnen auch die eigene Kraft. Dann werden die Reichen immer 
reicher. Wenn man die Armut fixiert, wenn es immer um die Armut 
geht, dann bleibt sie. Das ist für mich beim Grundeinkommen 
entscheidend. Es ist nicht gegen etwas, es ist nur für etwas. Es ist nicht 
zur Vertiefung alter Grabenkriege. Es ist ein demokratisch abgestimmtes 
Einkommen. Es ist ein Schritt hin zur Demokratisierung des Geldes. 
Denn Geld ist ein Rechtsmittel, kein Wirtschaftserzeugnis.

Beim Unterschriftensammeln sind wir zu einem unternehmerischen 
Vorgehen gekommen. 

Zum Beispiel, nicht sagen, in 10 Monaten müssen noch 60.000 
Unterschriften gesammelt werden, weil dann der Abgabetermin ist. 
Sondern: 100 Sammler sammeln jetzt jeder 100 Unterschriften bis zum 
Ende des Monats. Also: klare Form! Begrenzte Zahl. Das schafft einen 
Sog. Sog ist das Geheimnis des gelingenden Unternehmens. Nicht Druck. 
Jeder, der mitmacht, ist mit einem schönen Foto von sich auf dem 
Plakat und im Internet. Also: Wertschätzung, Sichtbarkeit, Schönheit. 
Jeder sammelt 100 Unterschriften in einem Monat. Und dann wird im 
besten Hotel der Stadt im größten Festsaal gefeiert. Alle sind eingeladen. 
Also: Großzügigkeit. Wir machen Kultur. Wir sind uns das wert. Es wurde 
etwas Besonderes, Unterschriftensammler zu sein. Es gab regelrechte 
Heldinnen und Helden, die unglaublich viele Unterschriften sammeln 
konnten. 

Das heißt also: Gemeinsame Ziele, jeder ist gleich Wert und Freude an 
Differenzierung durch Leistung. Das ist für mich eine Unternehmensart 
und Grundeinkommens-Art. 

Jetzt möchte ich nicht einen falschen Eindruck vermitteln, was die 
Situation für das Grundeinkommen in der Schweiz angeht. Unsere Aktion 
der Geldausschüttung bei der Einreichung der Unterschriften ist zwar als 
Bild um die Welt gegangen, und auch in den Schweizer Medien wurde 
das Grundeinkommen viel besprochen. Aber längst nicht jeder in der 
Schweiz hat davon etwas mitbekommen. Viele haben noch nichts v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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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ndeinkommen gehört. Und für viele ist das nur eine Spinnerei von 
Leuten, die nicht arbeiten wollen. 

Wir wollen, dass eine Mehrheit bei der Volksabstimmung mit Ja stimmt. 
Aber schon wenn mehr als 30 % der abgegebenen Stimmen mit Ja 
stimmen, wäre das in meinen Augen ein Erfolg. Demokratie ist ein 
Prozess. Als vor vielen Jahren bei der Volksabstimmung zur Abschaffung 
der Armee in der Schweiz 36 % mit Ja stimmten, also ein gutes Drittel 
für die Abschaffung der Armee war, da war die Volksinitiative zwar 
gescheitert, die Mehrheit hatte Nein gestimmt, die Armee blieb, aber sie 
verlor an gesellschaftlichem Ansehen. Als die Regierung im letzten Jahr 
neue Kampfflugzeuge anschaffen wollte, kam es zur Volksabstimmung, 
und der Kauf der Kampfjets wurde mehrheitlich abgelehnt. 

In der Schweiz geht es um die Einführung des Grundeinkommens in 
einem ganzen Land für alle Menschen und von der Mehrheit aller 
Menschen im Land gewollt. Es wird auch bei einem mehrheitlichen Ja bei 
der Abstimmung noch viele Jahre dauern, bis über verschiedene Stufen 
das Grundeinkommen irgendwann eingeführt ist. 

Und dann? Dann wird es so normal sein, wie heute jemand in ein 
Flugzeug steigt und nach Süd-Korea fliegt, obwohl Menschen gar nicht 
fliegen können. Dann wird es sein wie mit all den großen Ideen und 
Utopien, die so groß aussahen, solange man sie vor Augen hatte. Wenn 
man sie unter den Füßen hat, wenn das Grundeinkommen Boden 
geworden ist, auf dem man lebt, wird es das Normalste von der Welt 
sein. Dann sieht man andere Aufgaben. Und darum muss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eingeführt werden, damit man diese 
Aufgaben besser sieht und auch angehen kann. Das ist der Schlüssel, 
den ich im Grundeinkommen sehe. Das Grundeinkommen ermächtigt. Es 
ist eine bessere Ausrüstung. Es setzt die Menschen mehr in die Lage, 
das anzugehen, was sie in sich als brennend erleben, was sie erforschen 
wollen, verändern wollen, bewahren wollen. Das anzugehen, was überall 
in der Welt brennt. Es betrifft die, die wenig Geld haben, wie die, die 
wohlhabend sind. Es betrifft das Selbstverständnis des Menschen. Der 
Mensch ist in verschiedenen Gesellschaftsschichten nur 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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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chiedenen Gründen verschüttet.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ist keine zwingende Logik der Umstände, sondern es ist 
die öffnende Logik des Menschen. 

Bei der Volksabstimmung in der Schweiz geht es nicht um ein befristet 
Projekt für einige, sondern um die Einführung d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in einem Land für alle. In einer Demokratie gehört es 
dazu, dass alle an der Finanzierung dessen teilnehmen, was mehrheitlich 
beschlossen wurde. Es sollte niemand davon ausgeschlossen werden. Die 
Steuer ist nichts anderes, als dass wir bezahlen, was wir 
gemeinschaftlich dem Staat auftragen. 

In der Demokratie muss die Steuer transparent sein. 

Ich möchte jetzt auf die Finanzierung zu sprechen kommen, weil sie, 
genauso wie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für mich mit einem 
Entdecken von Vorgängen zu tun hat, die längst da sind, die aber 
verschleiert sind. Und die, wenn man sie unbefangen anschaut, von sich 
aus zum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 führen. Auf all die 
Verzweigungen und Zusammenhängen der Finanzierung kann ich jetzt 
nicht eingehen. Ich möchte nur etwas zu den Grundlagen sagen und zur 
Finanzmechanik. Dazu drei Verständnispunkte. 

1. Was sind Steuern? 
Mit den Steuern bezahlen wir die Tätigkeiten, mit denen wir den Staat 

beauftragen. Steuern zu zahlen ist demokratische Teilnahme. Mit den 
Steuern zahlen wir die Einkommen derer, die im öffentlichen Auftrag 
tätig sind. Zum Beispiel Angestellte an staatlichen Hochschulen oder 
Arbeiter im öffentlichen Straßenbau. Die erhalten ein Einkommen über 
den Staat. Mit Steuern zahlen wir die Einkommen, die der Staat auszahlt. 
Das sind Arbeitseinkommen, das sind auch Kapitaleinkommen, und das 
sind staatliche Transfereinkommen wie zum Beispiel Renten oder andere 
Sozialleistungen. Steuern sind der Preis für Einkommen, die im 
demokratischen Auftrag ausgezahl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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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n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ausgezahlt wird, dann ist 
das auch ein Einkommen, das im demokratischen Auftrag ausgezahlt 
wird. 

Also, noch mal: Steuern sind Einkommen für andere. Mit den Steuern 
bezahlen wir, was wir dem Staat an Aufgaben übertragen haben. Der 
Staat sind wir selber. Der Staat ist keine fremde Macht. Was wir mit 
Steuern bezahlen, davon profitieren wir als Gemeinschaft. 

2. Wo zahlen wir die Steuern? 
Steuern werden auf Einkommen erhoben, auf Gewinn, Vermögen und 

manches andere. Aber woher kommt das Geld, das als Steuer abgeführt 
werden kann? Das kommt aus den Preisen de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die wir als Kunde zahlen. Wir alle sind Kunden, sind 
Verbraucher. Niemand kann sich heute selbst versorgen. In unserer 
Arbeit tun wir etwas für andere. Wir leben von dem, was andere für uns 
tun. Wirtschaft ist das Soziale. 

Wir alle zahlen in den Preisen auch die Steuern, die von Unternehmen 
und von ihren Angestellten und Zulieferern an den Staat weitergegeben 
werden. Die Steuern werden an verschiedenen Stellen erhoben, aber sie 
sind alle zusammen in den Preisen. 

Unternehmen führen Steuern ab. Aber selbstverständlich rechnen sie 
die Steuern vorher in die Preise ein, die der Kunde zahlen muss. Woher 
sollte sonst das Geld kommen, von dem sie Steuern an den Staat 
abgeben könnten? 

Angestellte und Selbständige führen Einkommenssteuern ab. Aber das 
Geld, das sie als Einkommenssteuer abführen, das müssen sie erst mal 
bekommen. Das bekommen sie aus den Preisen der Produkte, die sie 
verkaufen oder die die Firma verkauft, in der sie mitarbeiten. Das Geld 
kommt von den Verbrauchern.

Rohstoffkosten, Ressourcensteuer, Finanztransaktionssteuer, alles wird 
erst Geld, wenn der Verbraucher zahlt. Alle Steuern im Geschäftsbereich 
sind Betriebskosten und werden in die Preise für die Verbraucher 
weitergeg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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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hlich betrachtet ziehen hohe Einkommen und hohe Steuern mehr 
Geld aus den Taschen der Kunden. Faktisch zahlen wir als Konsumenten 
alle Steuern. Auch der Bettler zahlt Steuern, wenn er sich etwas zu 
essen kauft. 

Noch einmal. Alle Steuern kommen in den Preisen zusammen, die wir 
als Konsument zahlen. Da ist ihr Platz. Wer viele Leistungen anderer für 
sich verbraucht, wer also viel und teuer einkauft, der trägt in seinen 
Ausgaben auch viel zu den Steuern bei. Wer wenig Geld ausgibt, wer 
wenig Leistungen anderer für sich in Anspruch nimmt, der trägt wenig 
zu den Steuern bei. Die Steuern sind ein Anteil in den Preisen für den 
Konsumenten.

3. Was sind Preise? 
Der Fisch, den Sie auf dem Markt kaufen, kostet nichts. Der Fisch 

braucht kein Geld. Er könnte mit Geld auch nichts anfangen. Der Fisch 
braucht kein Einkommen. Denn der Fisch versorgt sich selbst. Was Geld 
kostet, kostet Geld für Menschen. Weil Menschen ein Einkommen 
brauchen. Weil Menschen sich heute nicht mehr selbst versorgen 
können. Was der Fisch kostet sind die Einkommen derer, die dafür 
gesorgt haben, dass Sie ihn auf dem Markt kaufen können. Das Auto, 
dass sie kaufen, dieses Ding, das kostet nichts. Der Preis zum Beispiel 
eines Kugelschreibers setzt sich zusammen aus Einkommen von 
Menschen auf der ganzen Welt. Das sind Einkommen derer, die Rohstoffe 
gefördert haben, die Maschinen entworfen und gebaut haben, um die 
Rohstoffe zu fördern und um sie zu transportieren, das sind Einkommen 
derer, die Kapital zur Verfügung gestellt haben, die Produktionsräume 
vermietet haben, die Energie zur Verfügung gestellt haben, die Teile 
vorproduziert haben – bis hin zu dem, der ihnen das Produkt verkauft 
hat. Der Preis setzt sich aus Einkommen zusammen. Auch die Steuern 
sind für Einkommen. Öffentliche Schulen, Infrastruktur, Rechtssicherheit, 
das sind Voraussetzungen und Rahmenbedingungen für die 
wirtschaftliche Wertschöpfung. Die sind in den Preisen mit enthalten. Ein 
Anteil der Wertschöpfung ist privatwirtschaftlich, ein Anteil ist staatlich. 
Im Preis zahlen wir beide. 



- 75 -

Das sind drei Grundgedanken für die Finanzierung ein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Erstens: Steuern sind für Einkommen. 
Zweitens: Die Steuern sind in den Preisen, die wir als Verbraucher 

zahlen. 
Drittens: Die Preise, die wir als Verbraucher zahlen, setzen sich aus 

Einkommen zusammen.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ist ein Einkommen. Einkommen 
werden in den Preisen bezahlt. Egal, wo eine Steuer oder Abgabe 
erhoben wird, sie landet in den Preisen. 

Die Frage ist nun: Wo muss die Steuer erhoben werden, um nicht 
kontraproduktiv zum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 zu wirken? 
Welche Steuer ist zeitgemäß und zukünftig? Welche Steuer ergänzt die 
Wirkung des Grundeinkommens? Welche ist kongenial und fair? 

Ich sagte vorhin, dass es auf den eigenen Impuls ankommt, dass 
jemand von sich aus etwas macht. Das gilt im übertragenen Sinne auch 
für die Finanzierungsart des Grundeinkommens. In welcher Steuer liegt 
etwas wie ein Impuls, der sich mit dem Grundeinkommen verbindet?

Und noch etwas ist bei der Steuer zu bedenken. Was wir besteuern, 
das legitimieren wir. Was wir besteuern, darauf bauen wir, das bestätigen 
wir als berechtigt und gut. Denn sonst würden wir die 
gemeinschaftlichen staatlichen Aufgaben nicht darauf bauen wollen. Wir 
sollten also nicht Raubüberfälle besteuern oder Betrug und Erpressung. 
Wir sollten nicht Menschenhandel besteuern. Denn damit würden wir als 
Gesellschaft sagen: darauf bauen wir, das soll so weitergehen. Was wir 
nicht gut finden, das sollten wir ändern, aber nicht besteuern. 

Ich komme jetzt zu dem, was sich für mich als Finanzmechanik ergibt.
Die Ausgangspunkte sind:
1. Das ausgezahlte Grundeinkommen wird ein Bestandteil in den 

Einko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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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Menschen haben verschiedene Einkommen, aber ein Einkommen 
hat jeder, das ist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2. Die Finanzierung des Grundeinkommens wird ein Bestandteil in den 
Preisen. In den Preisen zahlen wir Einkommen. In den Preisen zahlen wir 
auch die Grundeinkommen.

Das sind die beiden Ansatzpunkte für die Finanzmechanik.

1. Auf der einen Seite, auf der Seite der Einkommen, entlastet das 
Grundeinkommen alle anderen Einkommen von der Aufgabe der 
Existenzsicherung. Es entlastet alle anderen Einkommen im Prinzip um 
die Höhe des Grundeinkommens.

2. Auf der anderen Seite, auf der Seite der Preise, belastet die 
Finanzierung der Grundeinkommen die Preise mit der Summe aller 
Grundeinkommen. 

Zwischen diesen beiden Punkten entsteht eine Bewegung, ein Ausgleich.
Der Ausgleich spielt sich in den bestehenden Einkommen ab.

Die bestehenden Einkommen können sinken, weil das Grundeinkommen 
die Aufgabe der Existenzsicherung übernommen hat. Die 
Arbeitseinkommen sind frei, das zu sein, was sie schon immer von sich 
behaupten: Sie können Anreiz sein, Wertschätzung, leistungsbezogen, 
statusbezogen, bedarfsgerecht, marktbezogen. Sie sind das, was jemand 
zu zahlen bereit ist. 

Auch der Staat zahlt weniger an Arbeitseinkommen aus an seine 
Angestellten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an die Soldaten, die 
Polizisten, die Politiker. Er muss also auch weniger Steuern dafür 
einnehmen. Er zahlt auch weniger an Sozialleistungen aus. Denn bis zur 
Höhe des Grundeinkommens werden die bisherigen Sozialleistungen 
überflüssig. Es müssen also auch weniger Sozialabgaben und weniger 
Steuern dafür erhoben werden. Die Steuern und Abgaben können sinken. 
Steuern und Abgaben sind für Unternehmen Kosten. Geringere Steuern 
sind geringere Kosten. Die Preise müssen weniger Kosten decken. Die 
Verbraucherpreise können sin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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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 Beispiel zu den Preisen. 
Die konkreten Zahlen sind jetzt nicht so wichtig, sondern nur ein Blick 

auf das Prinzip.
Ein Produkt kostet zum Beispiel 100.000 Won. Die Herstellungskosten 

des Produktes können durch das Grundeinkommen sinken. Es kostet nur 
noch 68.000 Won. Die Steuer für die Grundeinkommen macht zum 
Beispiel 50 % auf den Preis aus. 50 % von 68.000 sind 34.000. 68.000 
plus 34.000 sind 102.000 Won. Vorher kostete das Produkt 100.000 Won. 

Der Preis für den Konsumenten ist annähernd gleich geblieben. 
In manchen Branchen werden die Preise plus Grundeinkommenssteuer 

höher sein als heute, in manchen niedriger. Das hängt von der Höhe der 
Einkommen in einem Betrieb ab und von dem Anteil menschlicher Arbeit 
in der Wertschöpfung. Und von der Attraktivität der Arbeit. 

Ein Beispiel zu den Einkommen. 
Ich verdiene zum Beispiel 1.700.000 Won. Jetzt kommt das 

Grundeinkommen. Das sind zum Beispiel 800.000 Won. Es wird neue 
Lohnverhandlungen geben. Vielleicht einigen wir uns auf 900.000 Won 
für die Arbeit. Denn für meinen Lebensunterhalt ist schon gesorgt durch 
das Grundeinkommen. Und die Abgabe oder Steuer zur Finanzierung der 
Grundeinkommen fordert dazu heraus, die Kosten der Arbeit zu senken, 
damit die Preise für die Kunden nicht höher werden als zuvor. Es ist 
eine Sache des Wettbewerbs, die Produkte möglichst günstig anbieten zu 
können. Wer den größten Kostenvorteil durch das Grundeinkommen hat 
und ihn am schnellsten in die Preise weiter gibt, der hat einen 
Wettbewerbsvorteil. 

Wenn ich nur noch 900.000 Won für meine Arbeit bekommen, dann 
habe ich zusammen mit dem Grundeinkommen von 800.000 Won so viel 
wie vorher. Insgesamt 1.700.000 Won. 

Wie diese Lohnverhandlungen wirklich ablaufen, das wird 
selbstverständlich von den Verhandlungspartnern abhängen, von den 
Menschen und der Situation. Zahlenbeispiele werfen immer Fragen auf. 
Es geht aber weniger um die Zahlen als um den Vor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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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ist der Vorgang? 
Das Grundeinkommen ist bedingungslos geworden. Es ist in den 

anderen Einkommen nicht mehr enthalten. Es ist nicht für alle mehr 
Geld, sondern es ist die Umwandlung des Grundeinkommens in die 
Bedingungslosigkeit. Ein Grundeinkommen hat auch heute schon jeder. 
Jeder hat auf die eine oder andere Weise ein Einkommen, das zumindest 
so hoch ist, dass er leben kann. Sonst könnte er nicht leben. Aber unter 
was für Bedingungen? 

Das Grundeinkommen ist auf der einen Seite aus den bisherigen 
Einkommen heraus gegangen und auf der anderen Seite ist es in den 
Preisen hinzugekommen. 

Was ich sage ist nicht ein Modell. Was ich sage ist das, was sich mir 
ergibt, wenn ich hinschaue, was voraussichtlich geschehen wird, wenn 
ein Grundeinkommen eingeführt wird. 

Noch einmal ein Zahlenbeispiel. 
Ich verdiene zum Beispiel nur 700.000 Won im Monat. Das 

Grundeinkommen sind 800.000 Won. Jetzt könnte ich auch zuhause 
bleiben und hätte sogar 100.000 Won mehr im Monat als vorher. 
Vielleicht mache ich jetzt etwas anderes. Vielleicht war die Arbeit aber 
auch gut. Es muss ja nicht das Geld sein, weswegen ich arbeite. 
Vielleicht bin ich mit 350.000 Won im Monat für die Arbeit auch 
zufrieden. Dann hätte ich zusammen mit dem Grundeinkommen 1.150.000 
Won im Monat. Das sind 450.000 Won mehr als vorher. 

Wer heute wenig hat, der hat durch das Grundeinkommen eher mehr 
Geld zur Verfügung. 

Was ist mit den heute schlecht bezahlten unbeliebten Arbeiten? Wenn 
die unverzichtbar sind, dann sind sie auch gesellschaftlich wertvoll. 
Wenn die nicht zu rationalisieren sind, nicht von Maschinen gemacht 
werden können, dann muss man sie mehr wertschätzten. Und relativ 
besser bezahlen. Dann muss man die Arbeitsverhältnisse attraktiver 
machen. Wenn man das nicht will, nun, dann muss man diese Arb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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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n selber machen. Denn andere kann man dazu nicht mehr zwingen, 
wenn jeder ein Grundeinkommen hat. 

Vorausgesetzt ist, dass das Grundeinkommen hoch genug ist, um 
davon zu leben. 

Ein anderes Beispiel.
Ich verdiene 3.000.000 Won. Karriere gemacht. Davon mussten bisher 

auch meine Frau und unsere beiden Kinder leben. Jetzt hat jeder ein 
Grundeinkommen. Das Grundeinkommen für Minderjährige beträgt zum 
Beispiel 200.000 Won. Das für Erwachsene 800.000 Won. Wir als Familie 
haben mein Grundeinkommen, das meiner Frau und das der Kinder. 
Insgesamt sind das 2.000.000 Won. Bedingungslos. Aber mein hohes 
Arbeitseinkommen, das muss ja durch die Preise reinkommen. Auf den 
Preisen kommt die Grundeinkommensabgabe mit 50 %. Mein 
Arbeitseinkommen multipliziert sich im Preis mit 50 %. Deshalb 
vereinbaren wir, dass ich nur noch 1.800.000 Won für meine Arbeit 
bekomme. Also 1.200.000 Won weniger als zuvor. Als Familie haben wir 
trotzdem mehr als zuvor. Als Familie haben wir insgesamt 3.800.000 Won 
zur Verfügung. Vorher war es nur mein Arbeitseinkommen von 3.000.000 
Won. Da alle Arbeitseinkommen neu verhandelt werden, stehe ich mit 
meinem neuen Arbeitseinkommen im Vergleich auch nicht schlecht da. 
Nur die Unterschiede zwischen in den Einkommenshöhen werden 
geringer. Mehr gleiche Augenhöhe. Mehr wirkliche Zusammenarbeit. Und 
da die Arbeit mein Weg ist, weil ich meine Fähigkeiten umsetzen will, 
mache ich sie auch weiter. 

Wer viel verdient, bei dem werden in den neuen Lohnverhandlungen 
wahrscheinlich auch die Grundeinkommen der Familienmitglieder mit 
berücksichtigt. Da im Wettbewerb aber der Grundsatz gilt: gleiche Arbeit 
für gleichen Lohn, werden die höheren Einkommen generell um mehr als 
die Höhe eines Grundeinkommens sinken. Also auch bei alleinstehenden. 

Ich schließe diese Zahlenbeispiele ab mit unserer Berechnung für die 
Schwe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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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Bruttoinlandprodukt der Schweiz beträgt gut 650 Milliarden 
Franken im Jahr. Die Grundeinkommen für alle wären rund 210 
Milliarden Franken im Jahr. Also etwa ein Drittel des 
Bruttoinlandproduktes. Die Konsumausgaben im Jahr betragen etwa 420 
Milliarden Franken. In den bestehenden Einkommen kann das 
Grundeinkommen 180 bis 200 Milliarden Franken ersetzen. Für die 
Grundeinkommen müssten also zusätzlich zwischen 30 bis 10 Milliarden 
Franken aufgebracht werden. Diese 30 bis 10 Milliarden Franken kommen 
denen zugute, die heute wenig haben. Der Mehrbedarf an Geld für die 
Grundeinkommen liegt bei 2 bis 5 Prozent des Bruttoinlandproduktes. 

Ich bin jetzt mit meinem Text auf Seite 17. Und eine Stunde ist rum. 
Ich war beim Schreiben des Textes schon bis Seite 55. Sie ahnen 

nicht, was Ihnen entgeht. Es gibt immer noch mehr, auf das man zeigen 
möchte.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ist für mich wie ein 
Feuerschiff, dass alle Häfen anfährt und überall etwas entzündet und 
aufschließt. Mit einem Grundeinkommen wird die Suche nach einem 
Arbeitsplatz vielleicht nicht mehr verwechselt mit der Suche nach einem 
Einkommensplatz. Und Wirtschaft wird vielleicht nicht mehr verwechselt 
mit Kapitalismus. Und der Arbeitsbegriff, der für Maschinen gilt, sollte 
nicht verwechselt werden mit dem, der für Menschen gilt. Der für 
Menschen ist immer neu zu bilden.

Ich möchte mit einer kleinen Geschichte abschließen. Sie ist, wie sich 
das gehört, etwas Eigenständiges. Ich weiß auch nicht, was sie mit dem 
Thema Grundeinkommen zu tun hat. Sie ist aus China. Glaube ich. Oder 
vielleicht ist sie auch aus Südkorea.

Es war vor langer Zeit. Da beauftragte der Herrscher des Landes einen 
Maler, er solle das ganze Reich auf der größten Palastwand malen. Viele 
Jahre vergingen. Dann war der Tag gekommen. Die größte Wand des 
Palastes war mit einem Vorhang verhüllt. Der Herrscher erschien, und 
der Vorhang fiel. Da sah er die Herrlichkeit des ganzen Landes noch 
schöner und lebendiger, als sie mit Augen in der Welt zu sehen ist. Alle 
Berge und Täler, Flüsse, Brücken, Wege, die Dörfer, die Pflanzen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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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e, die Küsten des Meeres und Menschen. Der Herrscher war tief 
beeindruckt. Er fragte den Maler: was für ein Felsen ist das? Wo liegt so 
viel Schnee? Wer lebt in dem Tal? Was wächst dort? Was tun die 
Menschen da? Er zeigte auf vieles und wollte alles wissen. So sprachen 
sie lange und gingen vor dem Bild auf und ab. Schließlich bemerkte der 
Herrscher eine kleine Hütte oben an einem Berg. Wessen Hütte ist das? 
Fragte der Herrscher. Wer lebt da? Der Maler schaute ihn an. Da lebe 
ich, sagte der Maler. Und er ging auf die Wand zu und in das Bild und 
auf dem Pfad im Bild den Berg hinauf und verschwand in der Hütte.

Vielen Dank.



- 82 -

기본소득의 변혁적이고 해방적인 잠재력: 인도 
마디야 프라데시 주(州) 기본소득 시범사례 연구

사라트 다발라(인도 독립연구가)
[번역: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 발표문의 중심 주장은, 장기간 동안 매달 개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이전된 상
당한 양의 돈(기본소득)은 개인들과 가족들에게 매우 강력한 변혁적 해방적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발표문은 인도 마디야 프라데시 주에서 여성노조
인 자영업여성연합(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에 의해 만들어진 두 
가지 시범사례 연구에 기초한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12~17개월에 걸쳐 이뤄진 이 시범사례들에서, 약 
6천 명의 개인들이 매달 조건 없이 소액의 기본소득을 받았다. 처음에는, 전반적 
시범사례에서, 성인은 각자 한 달에 200루피를 받았고, 어린이는 매달 100루피
를 받았다.  1년 후, 그 금액은 각각 300루피와 150루피로 인상됐다. 즉, 두 번
째 시범사례에서, 한 부족마을에서, 그 금액은 12개월 전 기간 동안 300루피와 
150루피였다.  기본소득을 받기 전과 기본소득을 받는 동안과 기본소득을 받은 
이후의 그들의 상황은 여러 차례의 통계 조사 – 출발선(baseline), 중간선
(midline), 종결선(endline), 마지막으로 종결 이후 선(post-Endline)- 를 사용
해서 평가되었다. 그 조사는 돈의 이전이 없는 같은 수의 비교 마을들을 포함했
는데, 그 마을들은 통제 집단의 역할을 했다. 전체적으로, 통계 조사들은 1만 5
천 명 이상의 개인들을 다루었다. 게다가, 수급자들에 관한 100가지의 심도 있는 
사례 연구들이 실험 기간 내내 수행되었다. 공동체 수준의 조사들, 핵심 응답자 
인터뷰, (영양 상태의 대용 지표로서) 나이별 아동 체중과 아동의 학교 출석 및 
학업 수행능력의 추적 등을 실시해서 기본소득의 수급이 이 결과들에 영향을 미
쳤는지를 평가했다.
전체적으로, 그 조사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아래와 같은 삶의 측면에서 수급자
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줬다.

- 아동의 영양상태
- 아동의 학업 지속 행위와 가구의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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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에서의 충분한 양의 음식
- 만성질환자들과 노인들의 규칙적인 약물 치료
- 임시 임금 고용에서 자영 경작으로의 소농들의 변화
- 생산적 자산의 증가
- 부족 마을에서의 마을 수준 기업 활동 개시
- 가혹한 대출 형태에서 양호한 대출 형태로의 채무 유형의 변화
-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해방적 가치는 금액 자체에 비해 파격적으로 높음

통계의 결론과 더불어서, 발표문은 서로 다른 시범사례 마을들의 사례 연구를 한
다.
발표문의 주된 결론은 아래와 같다.

- 매달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빈곤 가정들에서 미래를 지향하고 더 나은 계
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고 전망할 수 있다.
- 기본소득의 해방적 가치는 금전적 가치보다 파격적으로 높다.
- 기본소득은 마을 경제 수준에서 집단적 기업 활동 개시를 촉진할 수 있
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실업수당이 아니며, 마을 수준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
한다.
- 기본소득은 일반적으로 여성과 아동에 의해, 특히 청소년기 소녀들, 그리
고 노인들에 의해 이뤄지는 비가시적 노동(예를 들면 돌봄노동)을 보상해주
고, 그들에게 경제적 시민권을 부여해준다.
- 기본소득은 빈곤 함정의 제약들을 완화하고 가구들이 해방의 경로로 옮겨
갈 수 있게 해준다.
- 기본소득은 빈곤층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사회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빈
곤층이 존엄의식과 자기가치에 기초한 삶을 꾸릴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만
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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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ve and Emancipatory Potential of 
Unconditional  Basic Income:

Research Findings from a Pilot Study in Madhya 
Pradesh, India

Sarath Davala(Independent Researcher, India)

The central point this presentation makes is that a reasonable amount 
of money (Basic Income) transferred every month to individuals 
unconditionally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can have a very strong 
transformative and emancipatory effects on individuals and families. The 
presentation is based on the two pilot studies conducted in the state of 
Madhya Pradesh, India by a women’s trade union, 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In these pilots, conducted between 2012 and 2014, over a period of 12 
to 17 months, about 6,000 individuals received small unconditional 
monthly basic income. Initially, in the general pilot, each adult received 
200 rupees a month and each child 100 rupees a month. After one year, 
the amounts were raised to 300 rupees and 150 rupees respectively. In 
the second pilot, that is, in a tribal village, the amounts were 300 rupees 
and 150 rupees for the entire period of 12 months. Their situation 
before, during and after receiving the basic income was evaluated by 
use of several rounds of statistical surveys—a Baseline, Midline, an 
Endline and finally a post-Endline. The survey included an equal number 
of comparable villages where money was not transferred that served as 
control group. In total, the surveys covered over 15,000 individuals. In 
addition a hundred in-depth case studies were carried out with 
recipients over the period of the experiment as were community level 
surveys, interviews with key respondents, along with a tracking of 
children’s weight for age (as a proxy for a nutrition) an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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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dance and performance in schools to assess if these outcomes were 
influenced by receipt of the basic income.

On the whole, the survey showed that the unconditional basic income 
has had a very positive impact on the following aspects of the 
recipients’’ lives. 

· Children’s nutritional status
· Children’s school-going behaviour and households’        

school-spending
· Food sufficiency in the households
· Regularity of medication in case of people with chronic 

illnesses and senior citizens 
· Small farmers shifting from casual wage employment to 

own-account cultivation
· Increase in the productive assets
· Village level entrepreneurial initiatives in the tribal village
· Indebtedness- patterns have shifted- shift from harsher 

forms of borrowing to more benign forms
· The emancipatory value of UBI is disproportionately 

higher than the amount itself

In addition to providing statistical findings, the presentation also 
case-studies from different pilot villages.  

The main conclusions of the presentation are as follows:

· The prospect of receiving a monthly basic income allows 
a future orientation and better planning in poor households;
· The emancipatory value of basic income is 

disproportionately higher than its monetary value;
· Basic income can stimulate collective entrepreneurial 

initiatives at the village economy level; So, it is not a dole, but 
stimulates economic growth at the villag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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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Income compensates the invisible labour (example 
care work) done by women, children in general and particularly 
adolescent girls, and old people, grants them economic citizenship.
· Basic income loosens constraints of the poverty trap and 

enables households to move on a path of emancipation. 
· Basic income is a social policy that is based on trusting 

the poor; it creates circumstances that allow them to build their life 
based on a sense of dignity and self-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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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PartⅢ The Political Feasibility of 

Unconditional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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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나라들의 보편적 기본소득

안냐 아스켈란트(노르웨이 저널리스트) 
[번역: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북유럽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복지 모델로 유명하다. 북유럽 복지 모델은 덴
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같은 북유럽 나라들의 경제적, 사회
적 모델을 가리킨다. 이 모델은 자유 시장 경제와 복지 국가를 결합한 것이다. 
북유럽 나라들 사에 중요한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
다. 여기에는 “보편주의” 복지 국가에 대한 지지가 포함된다. 무상 교육 및 무상 
의료 서비스와 함께 보편적인 수당들이 이 모델이 성공하는 데 중요하다. 보편적
이고 무조건적인 아동 수당과 퇴직 연금이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수당의 예이
다. 최근 이 복지 모델은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몇몇 분야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 모델을 단순화하고, 투명하게 하고, 충분히 보편적이게 만들어야 할 시
간이 도래했다. 북유럽 기본소득 운동은 다음 발걸음을 떼고자 하며, 보편적 기
본소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북유럽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운동 중에 있는 우리가 북유럽 나라들 사
이의 공통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고, 북유럽 나라들의 운동과 상황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북유럽 복지 모델

북유럽 나라들이 보이는 높은 정도의 공통 문화에 더해 또 다른 주요한 공통
점은 북유럽 복지 모델이다. 이것은 북유럽 나라들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발
전시킨 정치적 모델이다. 이 모델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보다 모든 시민이 사회
적 배경이나 출신과 상관없이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한다는 것이며, 수당은 보험 
기여나 다른 형태의 이용자 부담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모델은 
보편적 복지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결정되
지 않는 상당한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은 퇴직 연
금과 아동 수당은 시민의 권리로서 지급된다. 

복지 국가는 커다란 대중적 지지를 받는다. 또한 시민과 단호한 평등주의적 이
상 사이에는 높은 정도의 신뢰가 있다. 전후 시기에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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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3자 협조가 있었으며, 이것이 노동 생활을 규제했다. 이 모델은 전후에 발
전했다. 평등, 보편적 수장, 높은 고용률이 이 모델의 성공에 중요했다. 이 모델
은 높은 고용률과 근로 과세가 있었던 산업화 시기에는 완벽했다. 일하기 원하는 
누구에게나 일자리가 있었고, 당시에는 한 사람의 봉급으로 한 가족이 살 수 있
었다.

3자 협조는 북유럽 모델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사용자, 노동조합, 정부의 
파트너십이며, 법에 의해 강제되는 조건이 아니라 작업장을 규제하는 조건을 사
회적 파트너들이 이를 통해 협상한다. 스웨덴은 탈집중화된 임금 조정 체계가 있
으며, 핀란드는 덜 유연한 축에 속한다.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201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핀란드 69.9퍼센트, 스웨덴 68.3퍼센트, 노르웨이 
54.8퍼센트였다. 이와 달리 멕시코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2.9퍼센트이며, 미국은 
11.3퍼센트이다. 상대적으로 노르웨이가 낮은 것은 주로 1938년 이래 헨트
(Ghent) 체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모두 노
동조합이 운영하는 실업 기금이 있다.

신자유주의와 경제 및 노동의 지구화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북유럽 복
지 국가에 점점 더 압력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노동법이 점차 탈규제화되었으며, 
임시직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프레카리아트가 새로이 성장하는 하층계급을 구성
했다. 이들은 이민자, 교육 받은 청년층과 산업 노동자 계급을 포함하는 서로 다
른 사회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시 고용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이들은 예
측가능성이나 안전성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며, 이는 물질적 복지와 심리적 복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높은 고용률과 근로 과세에 기초한 복지 모델에 커
다란 도전이다. 의료 서비스와 교육과 같은 정부의 과제는 노동 집약적으로 되
며, 자동화는 사적 영역에 좀 더 쉽게 자리 잡게 된다. 여기에 공적 영역을 운영
하면서 발생하는 부채가 추가된다. 포스트산업 시대에는 노동자가 덜 필요하게 
되며, 이는 높은 고용률에 의지하고 있는 북유럽 모델에 도전이 되고 있다. 국가 
수입의 큰 부분은 노동과 관련된 조세이다. 로봇화와 자동화는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최근 스웨덴은 20년 이내에 모든 일자리의 50퍼센트 이상을 
없어질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33퍼센트나 그 이상일 것이
라고 한다. 잉여가 나오는 사회가 아니라 부족이 있는 사회에서 기존 체제를 유
지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조세를 짜내야 할 것인가?

복지에서 워크페어로

1970년대에는 실업과 사회적 배제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은퇴 연령 이전에 노동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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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을 때에도 이것을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배제되었
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았다. 사회적 노력만 이루어진다면 장애 연금생활자 가
운데 다수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압도적 다수는 일자리를 원
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었다. 배제는 개인에 외적인 요인에 기초하여 설명되
었으며, 따라서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최근에는 공적 토론이 개
인적인 설명 요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0년대에 실업자들을 비난하
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워크페어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는 불신과 의심에 근거한 것이다. 실업은 
개인적인 풍조의 문제로 간주된다. 이때 노동 시장은 더 이상 요인이 아니며, 모
든 조치는 실업자를 겨냥한다. “일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
다”는 주문이 계속된다. 천천히 수사법이 변화했으며, 복지 수당은 축소되고, 조
건이 따라 붙었다.

보편적 기본소득

21세기에 맞게 북유럽 복지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진정으로 보편적이
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
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중요한 점에서 여러 유럽 나라들에 
현재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최소 소득 보장이다.
-  기본소득은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된다.
-  기본소득은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  기본소득은 어떤 노동 수행이나 제공된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북유럽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을 추가할 수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개인의 
인격적인 요구를 위한 것이며, 여기에 더해 보편적 의료 서비스와 교육이 필요하
다. 불리한 조건에 있는 시민은 가능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는 
설비나 시설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노동과 소
득을 분리해야 하며,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하고, 민주주의를 갱신해야 한다. 다
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work와 labor를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워크페어도 도
전하려는 정치가는 거의 없다. 좌파 정치는 사람들에게 노동으로 보상하려 할 것
이며, 우파는 사람들을 노동으로 처벌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위해 일할 때 마주해야 하는 몇 가지 도전이 있지
만 가장 커다란 것은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일 것이다. 지난 200년 동안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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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의 지주였으며,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바울의 말은 프로테스
탄트적인 반응의 일부였다. 그러나 봉급과 노동(work)은 서로 다른 것이다. 봉급
은 생존을 위한 돈이며, 노동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생존에 기여하는 직업의 이름이다. 실업자가 고통받을 때 이들은 생존을 위한 적
절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고용이 없다면 이
러한 고통은 임금과 노동(labor)가 분리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계
속될 것이다. 노동의 목표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보편적 기본소득 운동

2012년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위한 유럽 시민 발의”가 유럽의 모든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하나로 모아냈고, 새로운 그룹들이 출범했다. 노르웨이의 그룹은 이
때 출범했으며, 이 발의를 통해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나중에 핀란드 등의 기본
소득 그룹과 접촉을 가졌다. 2014년 4월 10일 유럽기본소득(UBIErope)이 브뤼
셀의 EESC(유럽경제사회위원회) 건물에서 창립했다. 여기에 스웨덴, 덴마크, 노
르웨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노르웨이의 운동은 이제 막 협력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네트워크를 만드는 
중이다. 이 네트워크에는 3개의 BIEN 가입국, 즉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가 들
어 있다. 스웨덴에는 활동가 그룹, 학계 인사, 정치가 들로 구성된 큰 네트워크가 
있으며, 아이슬란드에는 해적당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
다. 좀 작은 규모의 회의를 열고자 하는데, 올해 아이슬란드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다.

북유럽 나라들의 보편적 기본소득 운동은 서로 다른 역사가 있다. 아래는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현재 각 나라를 개관한 것이다.

핀란드

BIEN 핀란드인 Suomen perustutoverkosto는 2012년 12월에 창립되었으며, 
투르쿠(Turku) BI 네트워크는 2013년 4월에 창립되었다. 기본소득핀란드네크워
크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학자, 활동가, 시민 들이 
들어와 있다. BIEN 핀란드에 대한 정보는 www.perustulo.org에서 찾아볼 수 있
다.

네트워크 및 기본소득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들의 활동은 세미나, 토론자, 강
의 등에 출현하는 것과 국내외 기본소득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그런 단체의 많은 회원들은 신문에 기고를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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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반의 신문에 글을 쓰기도 한다.
경제학 교수인 얀 오토 안데르손(Jan Otto Andersson)은 BIEN 창립 회원의 

한 사람이여, 지난 십 년 동안 핀란드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이 벌
어졌다. 투르쿠(Turku) 대학의 일부 연구자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이
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나 페르키외(Johanna Perkiø)이다. 

2000년대 초반에 광범위한 논쟁이 있었으며, 녹색당은 정부 내에서 기본소득
을 실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오스모 소이닌바라(Osmo Soininvaara)는 
2000년 8월 14일부터 2002년 4월 19일까지 파보 리포넨(Paavo Lipponen) 총
리 하에서 보건장관을 지냈다. 소이닌바라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녹색당 대
표이기도 했다. 소이닌바라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권의 책을 쓰기도 했
다. 그는 복지국가의 생존의 문제(Hyvinvointivaltion eloonjäämisoppi) - 
2004년에 가장 뛰어난 경제학 서적으로 상을 받았다 – 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상세한 제안을 했는데, 가구 구성에 따라 차이를 두는 수준을 담고 있다.

정치적 상황
지난 4월 19일 핀란드에서는 의회 선거가 있었다. 세 당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핀란드 녹색당(Vihreät), 좌파연합(Vasemmistoliitto), 중앙
당(Keskustapuolue) 등의 다수 후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더 나아가 
중앙당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을 의회에 제안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말했다.

BIEN 핀란드와 투르쿠 네트워크는 다양한 투표 보조 앱을 개발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선거와 관련해 자신들이 하는 질의도 들어 있다. 이를 통해 후보의 50퍼센트 이
상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모든 기본소득 활동가들에
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으며, 분명 북유럽 나라들에 있는 우리에게 고무적인 일
이었다.

덴마크

BIEN 덴마크는 공식적으로는 2000년에 창립되었지만 운동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중도의 반란 운동이 있었다. 1978년 2월 연구자인 닐스 I. 마
이어(Niels I. Meyer), 정치가 크리스텐 헬베히 페테르손(Kristen Helveg 
Peterson), 작가 빌리 쇠렌센(Villy Sørensen)이 정치적 논쟁을 담은 중도 반란
 (Opprør fra Midten)을 출판했다. 이 책은 “인간의 평형 공동체”(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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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ibrium community)를 주장했으며,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이 책은 
“중도 반란”이라는 운동의 형성에 영감을 주었으며, 마이어가 선두에 섰다. 책의 
판매부수는 122,000부에 달해 덴마크에서 십 년 동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은 명료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전례 없는 책이었다. 인간의 평형 공동체
라는 전망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환경,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의 
자유 및 경제적 평등과 균형을 이루는 지역 민주주의가 이 책의 메시지였다.

중도 반란 운동은 덴마크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연구 그룹이 출범했고, 지역 
그룹이 형성되었다. 저자들이 전국을 다녔는데, 특히 K. 헬베히 페테르손은 275
회의 강연을 했다. 그 다음으로 잡지에서 “중도 반란”에 관한 논쟁을 다룬 기고
문이 1,200건이 넘었고, 이 책은 5개국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평형 공동체에 관
한 논의를 다룬 책이 열 권 이상 나왔다. 폴리티겐(Politiken) 지에 실린 연구
에 따르면 그러한 사회를 지지하는 대다수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어떤 
정치적 결과도 낳지 못했고, 힘을 상실했다.

오늘날 지속적인 의제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다양한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 에리크 S. 크리스텐센(Erik S. Christensen)은 기
본소득 운동과 BIEN 덴마크의 주요한 지도자이며,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여럿 
출판했다.

정치 상황
대체로 보아 덴마크의 정치 상황은 여전히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호의적이

지 않다. 아주 최근에 일부 정치가들과 일부 정당들이 여러 형태의 기본소득 아
이디어에 대해 약간 공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생 정당인 대안당(Alternativet) 
- 아직 의회(Foletinget)에 의석이 없지만 다가오는 선거에서 의석을 얻기 위해 
현재 당원과 지지자를 모으는 데 노력하고 있다 – 은 일종의 기본소득 혹은 워
크페어를 조건 없는 실질적인 복지로 바꾸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것은 충분한 의
미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가는 한 걸
음이라 볼 수 있다.

오래되고 유명한 정의당(Retsforbundet) -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1957-60년에 정부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원외 정당이다 – 에
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큰 정파가 있다. 이는 주로 청년 당원들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이 장래에 얼마나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전망당(Visions-Partiet), 녹색당 등등 큰 영향력이 없는 기타 군소 정당도 있다. 
독일과 아이슬란드의 해적당과 달리 덴마크 해적당은 이상하게도 보편적 기본소
득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 덴마크 총리는 6월 19일에 의회 선거를 열기로 
했다. 사회민주당의 헬러 토오닝 슈미트(Helle Thorning-Smidt)는 복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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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우파에 도전하고 있다.

스웨덴

지난 몇 년 사이에 스웨덴에서는 기본소득 운동이 빨리 성장했다. 최소한 14
개의 지역 그룹이 있으며, 중심지는 스톡홀름, 고텐부르크, 말뫼 등이다. 이 그룹
들은 공동의 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없지
만, 공동 웹사이트가 있다. http://basinkomst.nu

스웨덴은 최근 몇 년 간 청년 실업이 매우 높으며, 우파 정부는 수당을 크게 
줄였다.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 가이 스탠딩 교수의 프레카리아트가 스웨덴 어
로 번역되었으며, 그는 거의 록스타처럼 간주된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몇몇 학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회학자인 롤
란드 포울센(Roland Poulsen)은 신간 우리는 그저 복종해야 한다: 노동국에 관
한 역사(Vi bara lyder – En berättelse om Arbetsförmedlingen)를 출간한 이
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말뫼에 있는 룬드 대학이 보편적 기본소득 운동에 
개입하는 중심 지역이다.

정치 상황
해적당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여성당도 마찬가지이다. 의회

(Riksdagen) 내에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녹색당 정치가 그룹이 있
다. 발터 무트(Valter Mutt)와 아니카 릴레메츠(Annika Lillemets)가 앞장서고 
있다. 라르스 에크스트란트(Lars Ekstrand)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여럿 
썼으며 오랫동안 기본소득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언급할 만한 다른 사람들
도 있으며, 논쟁이 활발하다.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아이슬란드의 최대 정당이며, 의회(Althing)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
출할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아이슬란드에서는 새로운 것이
며, 주로 해적당이 추진하고 있다. 해적당 대표 할도라 모겐센(Haldora 
Mogensen)은 이렇게 말한다. “이곳 레이캬비크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이 생각에 
사람들이 아주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 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 생각을 알게 
되어 흥분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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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 위기 이래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아이
슬란드 위기에 책임이 있는 은행가들과 정치가들을 기소하는 광범위한 과정이 
진행되었다.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협회”(Alda)는 아이슬란드의 민주화
를 추진하는 세력이며, 보편적 기본소득을 열린 마음으로 고려하고 있다. 페로 
제도(Faroe Islands)와 아이스란드 같이 인구가 적은 나라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험하기에 이상적인 곳이다. 이런 점이 기본소득 운동을 자극하고 있다. 

노르웨이

BIEN 노르웨이는 2012년 10월에 창립되었으며, 그때부터 세미나, 토론, 강의 
등에 참여했고, 국제 기본소득 행상에 참여했다. 연구자인 나나 킬달(Nanna 
Kildal)이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썼다. 현재 노르웨이는 여전히 고용률이 높으며, 
노동을 조건으로 하는 수당이 여전히 안정적이고 높다.

2013년 선거 이후 노르웨이에는 우파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정부는 노동법을 
약화시키고, 3자 협조라는 오랜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 사회복지 수당은 낮아졌
고, 자산 심사가 포함되었다. 최저 소득 보장이 없으며, 코뮌이 극빈층 보조에 책
임이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국가는 부유하지만 대부분의 코뮌이 가난하다.

최근에 장애인들이 노동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것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석
유 가격이 낮은 이 시절에 하나의 해프닝이다. 노르웨이 경제는 석유와 관련 산
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큰 스트레스이며, 자신들의 장래
를 우려하고 있다. 노르웨이 복지 기구인 NAV(Nye arbeids-og velferdsetaten, 
노동복지청)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뭔가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심리 질환이 특히 청
년층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식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노르웨이에는 국부 펀드가 있으며,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평균 임금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위 소득을 높이는 것이 환경적
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오늘날 노동당(Arbeiderpartiet, 사회민주주의)은 워크페어와 엄격한 통제를 주
장하고 있지만,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1971년에 노동당은 보편적 기본소득
을 강령에 넣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다른 OECD 나라들을 따라 더 엄격한 워
크페어를 도입했다. 노동당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시기 대부분을 통치했다. 하
지만 노동당의 전 지도자인 레이울프 스텐(Reiulf Steen)은 지속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으며, 2002년 5월에 지방 리포트(Kommunal 
Rapport)에 이렇게 썼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은 사회보장 체제 내의 취약점
과 관련해서 콜럼버스의 달걀이 될 것이다. 그것은 참여의 방아쇠를 당길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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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정치 상황
자유당(Venstre)는 오랫동안 선거 강령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포함시켰지만 

2013-2017년 강령에서는 뺐다. 기본 강령에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
으로 자유당이 기본소득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오늘날 녹색당은 강령에 보편
적 기본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녹색당은 비용과 효과를 계산하고자 하며,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한다. 녹색당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가을에 지
방 선거가 있다. 해적당은 노르웨이에서 주변적인 정당이긴 하지만 이들도 보편
적 기본소득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하지는 않고 있
다.

북유럽 복지 모델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 국가 발전의 다음 단계이다. 미카엘 오필카는 독일의 
사회과학자이자 대학 강사인데, 사회생태학과 사회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2012년 뮌헨에서 열린 BIEN 대회에서 복지 국가의 발전에 관한 이론을 제
출했다.

첫 번째 종류는 봉건적인 국가인데, 이는 보수주의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가족
은 관리자였다. 다음 단계는 자본주의였는데, 시장에 의해 통제되는 자유주의적 
체제였다. 그 다음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가 나왔다. 오필카는 
이제 우리는 시장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권
에 의해 통제되는 보장 체제인 세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오필카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한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북유럽 복지 국가는 이 다음 단계에 매우 가까이 가 있다. 우리는 보편적 
해결책을 실험했으며, 복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다. 노르웨이 국민 다수는 복
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는 연구가 있다.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노르웨이 복지 국가를 업그레이드하고 단순
화할 수 있다. 복지 국가를 진정으로 보편적으로 만들고,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
인 자유를 주고, 빈곤을 영원히 없앨 수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는 단순하고 
비관료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북유럽 모델에 비해 쉽게 다른 나라에 전파될 수 
있다. 나는 노르웨이가 이 길을 이끌 수 있으며, 전 세계에 복지의 모범을 줄 수 
있다는 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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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Basic Income in the Nordic countries 

Anja Askeland(Journalist, Norway)

The Nordic countries are known worldwide for our welfare models. The 
Nordic welfare model refers to the economic and social models of the 
Nordic countries: Denmark, Finland, Norway, Sweden and also Iceland. The 
models involves the combination of a free market economy with a welfare 
state. Although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Nordic countries, 
they all share some common traits. These include support for a 
"universalism" welfare state. In addition to free education and health care 
are universal benefits important for its success. Universal, unconditional 
child benefits and retirement pensions are examples of universal, 
unconditional benefits. This welfare-model is under a considerable pressure 
for the time being and is in some ways falling apart. The time has come to 
simplify it, make it transparent and fully universal. The Nordic basic income 
movement want to take the next step and implement a universal basic 
income. This paper is a result of an ongoing process to get an overview of 
what is happening in all the Nordic countries. I will try to show what we in 
the movement see as common between our countries and forward the 
information I have from the movements and the situation in the different 
Nordic countries. 

The Nordic Welfare Model
In addition to our to a great degree common culture the main thing we 

have in common is the Nordic welfare model. This is a political model 
which the Nordic countries developed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basic principles behind this model implies, first, that all citizens have 
access to social services regardless of their social background or origin and 
benefits are not linked to insurance contributions or other forms of user 
fees. The model is also known as the universal welfare model,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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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 is entitled to a number of services that are not determined by 
need. It is paid as a citizen right, for example; retirement pension and child 
benefits. 

The welfare state has great popular support; there is also a high degree 
of trust between citizens

and the egalitarian ideal stand strong. Throughout the postwar period we 
have had a tripartit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trade union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who have ruled the work life. The model was 
develop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Equality, universal benefits and high 
employment have been important for its success. The model was perfect in 
the industrialization periode where there were high employment and labor 
taxation. There were work for everyone who wanted work, and at the time 
it was possible for a family to live on one salary. 

The tripartite cooperation is an important part of the nordic model. That 
is a partnership between employers, trade unions and the government, 
whereby these social partners negotiate the terms to regulating the 
workplace among themselves, rather than the terms being imposed by law. 
Sweden has decentralized wage co-ordination, while Finland is ranked the 
least flexible. A high percentage of workers used to belong to a labor union. 
In 2010, labor union density was 69.9% in Finland, 68.3% in Sweden, and 
54.8% in Norway. In comparison, labor union density was 12.9% in Mexico 
and 11.3% in the United States. The lower union density in Norway is 
mainly explained by the absence of a Ghent system since 1938. In contrast, 
Denmark, Finland and Sweden all have union-run unemployment funds.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and labor marked from 
1980`s and further on lead to an increasing pressure on the Nordic welfare 
states. There were gradually deregulation of the labor laws and more use of 
temporary jobs. The precariat constitute a new growing underclass consisting 
of several different social groups, including immigrants, young educated 
people and the industrial working class, who must make do with temporary 
employment. These live in an existence without predictability or security, 
which affects both the material and psychologic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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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highly challenge the welfare-models which is based on high 
employment and taxation to labor. Governmental tasks as healthcare and 
education is labor intensive and automatization is more easy to implement in 
the private sector. This adds to the cost running det public sector. There is 
less need of workers in this post-industrial times and that is challenging 
the nordic model which is dependent on high employment to be sustainable. 
A big part of the states revenues is taxations related to labour. Robotization 
and automatization are taking our jobs, recently there has come reports 
suggesting that Sweden will loose more than 50% of all jobs within 20 
years. For Norway the numbers are from 33% or more. It would be more 
sustainable to tax what we have a lack of in the society, than a surplus, 
perhaps we should twist the taxation from labour to resources? 

From welfare to workfare
In the 1970s unemployment and social exclusion was seen as involuntary, 

and a social responsibility to solve. When there wer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who left the labor market before reaching the retirement 
age it was explained like people was excluded from work. If there had been 
done an effort, it was assumed, many among disability pensioners would be 
able to work, and there were a general trust that the vast majority of 
wanted to work. As exclusion is an explaination based on factors external to 
the individual and thus affects involuntary has the public debate in recent 
times been more concerned with individual explanatory factors. In the 
1990`s it became popular to blame the unemployed themselves. 

The ideological foundation for the workfare policy is based on mistrust 
and suspicion. The unemployment is seen as the individuals morale problem. 
There labor marked is not a factor anymore, all measures are directed onto 
the unemployed. The mantra is that «everyone who want can get a job». 
Slowly has the rhetoric changed and the welfare benefits has been reduced 
and conditioned. 

Universal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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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eed an upgrade of the Nordic welfare model for the 21th century. 
We need it to be truly universal, transparent and just. We need to grant a 
basic income for all. Following is BIEN definition of UBI: 

A basic income is an income unconditionally grant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It is a form of minimum 
income guarantee that differs from those that now exist in various European 
countries in three important ways:

-it is being paid to individuals rather than households;
-it is paid irrespective of any income from other sources;
-it is paid without requiring the performance of any work or the 

willingness to accept a job if offered.

From a Nordic point of view we can add that the UBI is meant for the 
individuals personal needs, and we need an universal health and education 
system in addition to it. Handicaped citizen should have free access to 
equipment to make them as autonomous and active citizens as possible. To 
get there we need to separate work and income and get true freedom, and 
restart democracy. To take the next step further we need to look at work 
and labor again. Very few politicians dear to challenge the workfare. The 
left side of politics will reward people with work, and the right side will 
punish them with it. 

There is quite a few challenges we have to pass when we work for a 
UBI, but the biggest challenge seem to be the Protestant work ethics. In 
the last two hundred years employment has been a mainstay in society, and 
Paul's words that «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feed», has become a 
part of the Protestant reflexes. But salary and work are two different 
things. Salary is money for subsistence and work is the name of the 
occupation I perform for others and which contribute to their subsistence. 
When the unemployed suffer, it is because they do not have adequate means 
for subsistence. And if there is not enough employment to everyon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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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ering continue until we realize that wages and labor must separate. The 
goal of the work must be to create a meaningful life.

The UBI Movement in the Norden
In 2012 the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for Unconditional Basic Income " 

brought the whole European basic income network together and new groups 
was started. The group in Norway was started at this time and through this 
initiative we got in touch with the basic income groups Europe;  Denmark 
and Sweden, and later Finland. April 10, 2014 was UBIEurope formally 
founded in Brussels, in the premises of the EESC:«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Representatives from Sweden, Denmark and Norway was 
present. 

The movement in Norden has just recently started to cooperate and the 
network is now in the making. The network include three BIEN affiliates: 
BIEN Finland, Denmark and Norway. In Sweden there is a big network of 
activist groups, academics and politicians, and on Iceland the Pirate Party is 
working for UBI. We are now planning to meet for a smaller conference, 
hopefully this year on Iceland. 

The UBI movement in the different Nordic countries has different 
histories. This is a brief overlook from each country as far as I am 
informed  today.

FINLAND
BIEN Finland: Suomen perustutoverkosto was founded in December 2012 

and the Turku BI Network is founded in April 2013. The Finnish Network 
for basic income is politically independent, and include scientists, activists 
and citizens with an interest in basic income.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about BIEN Finland behind the link www.perustulo.org. 

Activities of the networks and those other more or less organized bodies 
of BI comprise show-ups in seminars, panels, lectures as well as 
participation in differ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 events. Also man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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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mbers of these bodies write articles in newspapers whereas many 
tend to act as contributors on the internet platforms of some. 

Associate professor emeritus of economics Jan Otto Andersson is one of 
BIEN`s founding fathers  and UBI has been debated in Finland the last 
decade. The university in Turku has several researchers interested in UBI: 
Amongs them - Johanna Perkiø 

In the beginning of 2000th there was a wide debate and the Green Party 
was in Government working to implement a basic income. Osmo Soininvaara 
was health minister under Paavo Lipponen, between 14 August 2000 and 19 
April 2002. Soininvaara has also been the leader of the Green Party from 
2001 to 2005. Soininvaara has also written several books about UBI. In 
«hyvinvointivaltion eloonjäämisoppi», which received an award as the best 
economic book in 2004, he makes a detailed proposal on UBI where the 
level differentiated depending on how the household is constituted.

Political situation
This year therw were a Parliamentary election in Finland 19th April. 

Three parties have shown their interest in BI: vast majority of the 
advocates of these parties are supporting it. The parties are: Vihreät (The 
Greens of Finland), Vasemmistoliitto (Left Alliance) and Keskustapuolue 
(Centre Party). And more, the Centre Party has required that BI must be 
included into the new government's program with the obligation of making a 
proposal to the Parliament for organizing an experiment on UBI. 

BIEN Finland and Turku UBI Network has worked hard to get access with 
their questions into various voting aid apps to find out who of the election 
candidates in all parties will support the BI, and who not. Finally they found 
that more than 50% of them support a basic income. This is very 
encouraging for all BI activists, and certainly for us in the Nordic countries. 

DA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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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 Denmark was formally founded in 2000, but the movement has been 
around since the 1970s and the Center rebellion movement. In February 
1978 was "Opprør fra Midten"(center rebellion)  a political debate book 
published by researcher Niels I. Meyer, politician Kristen Helveg Petersen 
and writer Villy Sørensen. The book argues for a "human equilibrium 
community" and it presents the idea of basic income. This book inspired the 
formation of a movement "The center rebellion" that had Niels I. Meyer as 
forefront. Sales figure ended up at 122,000, making the book of the decade 
Danish bestseller, an unprecedented position for a book with a clear political 
message. The vision of a human equilibrium communities hit deep in the 
psyche: Local democracy in balance with the environment and with the 
greatest possible individual liberty and economic equality.

The center rebellion movement spread all around Denmark. There were 
started study groups and formed local groups. The authors went around the 
country, most frequently were K. Helveg Petersen with 275 lectures. The 
following month, there were more than 1,200 contributions to the debate 
about the «center rebellion» in magazines, the book was translated into five 
languages, while the discussion of an equilibrium community continued in 
more than a dozen books. A study in the newspaper Politiken showed that 
the vast majority of supporters of such a society was women. But the 
movement was not accomplished by any political results and the movement 
lost power.  

On the agenda today is, among other things, the perennial question of how 
UBI is to be financed. Various models are discussed. Erik S. Christensen 
has been a driving force in both the movement and BIEN Denmark, and he 
has published books about basic income. 

Political situation
The political climate in Denmark is still generally not favorable to UBI. 

More recently some politicians and even some parties have started to show 
some sympathy for the idea of a basic income in one form or another. The 
new party Alternativet, not yet in the parliament (Folketinget), but currently 
trying to collect enough signatures for eligibility at the upcoming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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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stated that they support a kind of basic income or rather the 
replacement of ordinary workfare with real welfare without conditions. It is 
not to be considered a fully established unconditional basic income, but it is 
a step in this direction.

Other parties like Retsforbundet, an older well-known party, based on the 
land value tax ideas of Henry George, that was in the government in 
1957-60, but not in the parliament today, has a large fraction of primarily 
young members, who are advocating UBI. It remains to be seen how much 
political influence they will have in the future. There are also other minor 
parties like Visionspartiet, The Green Party and others without any 
significant influence. In contrast to the German and Icelandic Pirate parties, 
The Danish Pirate Party has been strangely absent in the debate on UBI. 
The Danish Prime Minister has called for new parliament elections June 
19th. The Social Demokratic Helle Thorning-Smidt is challenging the right 
wing on welfare. 

SWEDEN
The last years there has been a rapidly growing movement in Sweden. 

There is at least 14 local groups and three bigger centers; Stockholm, 
Gothenburg and Malmö. The groups has worked towards establishing a 
common platform. They are not a formal network, but they have a common 
website: http://basinkomst.nu/ 

Sweden has had a very high youth unemployment for several years now, 
and a right wing government who has cutting hard in benefits. There has 
been a increasing poverty. Professor Guy Standings book «The Precariate» is 
translated to Swedish and he is almost seen as a rock star. The situation 
for the young is very difficult and there is a high youth unemployment. 

There are several academics working for UBI and amongst them has the 
sociologist Roland Poulsen been active this year afte publishing his new 
book: «Vi bara lyder — En berättelse om Arbetsförmedlingen» (We only 
obey- a history about the laboroffice) 

Lund University in Malmø is a place where there is engagement for U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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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situation 
Pirate Party is pro-UBI, The Feminist party too and there is a group of 

Green politicians in the parliament(Riksdagen) that has called for a UBI 
reform; Valter Mutt and Annika Lillemets was in the front. Lars Ekstrand 
has written books about UBI and has been a spokesperson for it for many 
years. There is others that might should have been mentioned and there has 
been an active debate. 

ISLAND
The Pirate Party is Icelands largest party and they will present UBI for 

the parliament(Althing)
The idea of UBI is new on Iceland and it is mainly promoted by the 

Pirate Party. 
A representative from the Pirats, Haldora Mogensen: 
«My feeling here in Reykjavík is that people are fairly open to the idea. 

The head of the parliamentary welfare committee has stated publicly that 
she is excited to start looking into the idea.» 

Political situation
Island have had a particularly hard ti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They have had an extensive process prosecuting the bankers and politicians 
responsible for the Icelandic crisis. «Alda - association for sustainability 
and democracy» is a driving force behind the democratization of Iceland and 
they are now open to consider UBI. Countries with small populations as 
Faroe Islands and Iceland could be an ideal testing ground for an  UBI. This 
is very encouraging for the movement. 

NORWAY
Borgerlønn BIEN Norge was founded in October 2012 and has since the 

start participated in seminars, panels, lectures as well as in engaged in 



- 106 -

international UBI events. Researcher Nanna Kildal has published a book on 
UBI. Norway has till now had a high employment and benefits conditioned to 
work has remained stabil and high. 

After the election 2013 Norway got a right wing government and they 
have weakened the labor laws and they have disrespected the long tradition 
with the tripartite cooperation. The benefits for social welfare has been low 
for many years and meantested. There is no minimum income and the 
communes are responsible to give aid to the most needy. Unfortunately 
most of the communes is poor, even if the state is wealty. 

Recently the disabled are «encouraged» to work to. This is happening in a 
periode of time when the  unemployment is rising, and low oil prices. Our 
economy is very dependent on oil and oil related activities. This is very 
stressful for the disabled and they fear for their future. Our welfare 
institution NAV has a lot of challenges and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that something is needed to be done. Young people struggle to come in to 
the labor marked and there is increasing psychiatric illnesses, especially 
amongst youth.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and debate. 

Norway has sovereign-wealth fund and should be easy to finance a 
universal basic income. The average wages is so high that it is not 
environmantally sustainable to increase the median income. 

Today Arbeiderpartiet(AP)(Social Democrats) insists on workfare and a 
strict control, but it has not always been the case. In 1971 AP proposed a 
UBI scheme in their political program, but in the practical politics they 
followed the other OECD countries and introduced an ever tighter workfare.  
AP ran the government most of the time since second world war. The 
former AP leader Reiulf Steen however, continued to work for a UBI and in 
May 2002 he wrote in Kommunal Rapport:

"The introduction of UBI will be an Colombi egg in relation to the 
weaknesse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It" will trigger engagement and 
give many the opportunity to realize their dre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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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situation
Venstre(The Liberal Party) have had UBI in their parliamentary program 

for many years, but just removed it in the program for 2013 to 2017. They 
still have it in their principle program, so it is possible that Venstre will 
raise the idea in the future. Today the Green Party has a UBI in their 
program. They want to calculate the costs and effects, and run pilot 
projects. The Green Party is rapidly growing and this autumn there will be 
a local election. The Pirate Party is a marginal party in Norway, but they 
are fronting UBI too. Non of them has till now fronted it in public.

From the Nordic Welfare model to UBI
An UBI is the next step in the evolution of the welfare state. Michael 

Opielka is a German social scientist and university lecturer focusing on 
social ecology and social policy. He presented his theory on the evolution of 
the welfare state on the BIEN Congress in Munchen 2012. 

The first kind of state was feudal, it was run by conservatism and the 
family was the controller of the society. The next level was the capitalism, 
a liberal system controlled by the marked. Followed by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controlled by the state. Opielka continued in his 
lecture and told that we are now on our way back to the society which is 
controlled by the marked, but what we ought to do is to go forward to the 
World society, a guarantor system controlled by the human rights. 

We need to enter a new paradigm said Opielka. As I see it the Nordic 
welfare states are very close to take this next step. We have experience 
with universal solutions and a trust in the welfare state. In Norway they 
have done research that show a majority of the norwegian people want to 
pay more taxes to sustain the welfare state. 

I think we can do it. We can upgrade and simplify our welfare state; 
make it truly universal, give real freedom to all citizens and end poverty 
once and for all. An UBI reform is simple and unbureaucratic so that it can 
be transferred to other countries much more easy than the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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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ic models that is today.  I have a dream that the Nordic countries can 
lead the way and be inspiring welfare examples for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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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스의 의제에 포함된 기본소득: 정치적, 재정적 
실행가능성의 문제?

보르하 바라게(스페인 마드리드자율대학교)
세자르 마리티네스 산체스(스페인 마드리드자율대학교)

[번역: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 서론

최근 들어 많은 유럽의 시민들은 전통적인 보수 정당 및 사회민주당과는 다소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약속하는 정당들에게 투표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은 
이탈리아에서 베페 그릴로(Beppe Grillo)가 시작한 5성운동(M5S)으로, 2014년 
유럽 선거에서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몇몇 유럽 나라
에서 유럽회의주의 및 극우적인 정당들이 성공함으로써 일어났고, 그리스 총선에
서 치프라스의 시리자와 함께 다시 일어났다. 이 신생 정당들의 공통점은 무엇인
가? 첫 번째 잠정적인 대답은 이 정당들 모두가 “낡은 정치”에 반대하면서 “새로
운 정치”를 주장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20세기에 전통적인 정당들이 남겨놓은 
공간을 포괄정당(catch-all party)이 차지했던 것처럼 21세기 초에 전통적인 정
당들이 남겨놓은 공간은 (1) 인민주의적인 우익 및 반이민 정당들, 그리고 (2) 
다양한 사회운동들(Social Movements)에 기반하거나 최소한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좌익 및 반트로이카 정당들이 차지할 것이다. 스페인에서 포데모스가 
급격하게 부상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분할의 파열”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투표 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에 따르면 투표는 사회 
계급, 교육 정도, 종교적 견해 등등과 같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포데모스
의 지도자들에게 우파/ 좌파라는 분할은 과거지사, 즉 “낡은 정치”의 일부이다. 
파블로 이글레시아스의 정당은 스페인 정치 시나리오에서 새로운 분할이 만들어
졌다고 주장한다. 변화 대 현상의 유지, “새로운 정치” 대 “낡은 정치”, 기성질서
를 찬성하는 정치 대 기성질서에 반대하는 정치.
하지만 새로운 정당들의 출현은 스페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마린 르펜의 
국민전선이 있는 프랑스, 나이젤 파리지(Nagel Farage)의 영국독립당(UKIP)이 
있는 영국,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시리자가 있는 그리스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스페인 안에서는 공통의 바르셀로나(Barcelona En Comú) 같은 정당도 등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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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정당은 현재의 정치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포데모스, 5성운동, 시리자 등의 정당들, 즉 유로
존 내의 채무 국가에서 기존 정당 체제를 위협하는 정당들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부를 목표로 하는 대중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했다고 본다. 이
제 포데모스가 다음 총선에서 스페인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사
회 운동에서 정당으로 발전한 과정을 분석하기로 한다. 

2. 포데모스의 발전: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서 몬클로아 궁까지

2.1 운동 정당으로서 포데모스
여기서 우리는 허버트 키트쉘트(Herbert Kitschelt)의 “운동 정당” 개념을 차용
한다. 키트쉘트는 80년대 후반에 발표한 두 편 논문에서(1986; 1988) 1960년대 
이후 확산된 일련의 반핵 저항 운동 이후 사회 운동이 정당으로 전화한 것을 분
석했다. 그에 따르면 운동이 정당으로 전화하는 것은  사회 운동의 행위자들이 
제도적 장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때이다.
사회 운동의 일부 행위자들이 제도적 장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때 (1) 이들의 목
표와 (2) 집단적 행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의 능력이라는 점에서 올바
른 선택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것은 아마 스페인의 정치적 생태주의(EQUO, 
35개의 녹색당이 모여 2011년에 만들어진 생태주의 정당)가 보잘 것 없는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본질적으로 사회 운동에서 정당으
로 옮겨가는 결정은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존한다.

-  첫째, 그것은 선거 제도에 의해 주로 만들어진 제도적 장의 진입 장벽에 달려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회 운동은 그 지도자들이 대표자를 얻을 수 있다
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이 장벽이 낮은 경우에만 정당으로 바뀔 것이다. 

-  둘째, 사회 운동은 그 지도자들이 국민의 상당한 부분이 현행 정당 체제에서 
적절한 대의자가 없다고 볼 때 정당으로 바뀔 것이다. 이는 분할에 근거한 설
명이다. 전통적인 정당은 과소대표되는 국민의 – 실업자, LGBT, 채식주의자 
등의 - 이해관계를 대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 지도자들은 선
거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것이 전통적인 지지층의 선호와 충돌한다고 보기 때
문이다. 이때 전통적인 지지층을 상실하는 것은 새로운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때 기대되는 이득보다 훨씬 클 것이다.

포데모스의 지도자들은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포데모스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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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동 정당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이 정당의 전국적인 지도자들이 –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이니고 에레혼, 후안 카를로스 모네데로, 카롤리나 베스칸사, 루이
스 알레그레 – 서명한 ｢정치 원칙 초안｣을 보면 “5월 15일[분노한 사람들의] 운
동은 그때까지 대변자가 없거나 고립되어 탈정치화되어 있던 불만의 일부를 말
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5월 15일 운동은 [정치] 엘리트의 합의, 확실성, 
[사회적] 위치가 분배되고 사회 계약 내에서 각 [개인]의 역할이 정해지는 프레
임 등이 시효만료되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정치 엘리트와 이들의 공식적인 
이야기를 낡은 것으로 만들었다(Iglesias et al., 2014, p. 3). 포데모스는 5월 15
일 운동을 재평가하면서 수평적인 권력 구조와 (유사) 총회적인 의사 결정 과정
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대개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화된 
메커니즘이 없는 ”열린“ 정당 모델이다.
아마 다음 세 가지가 정당으로서의 포데모스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1) 포데모스는 사회적 동요 및 전통적인 정당들이 불신 받고 있는 때에 등장해
서 그러한 공공의 분노를 제도적 장으로 전달했다. (2) 포데모스는 세대 간 분할
에 의지했는데,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이글레시아스의 당은 스페인 사회에서 가장 
젊고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층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3) 분
명한 유럽회의주의 혹은 반트로이카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는 유럽 각국의 
채무 위기를 관리하는 유럽 연합 기관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담
론이다.
포데모스가 분노한 사람들과 연결된 사회 운동의 제도적 구체화라고 한다면 이 
당의 또 다른 주요한 성격은 이 당이 진정으로 좌익적인 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이 쟁점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며, 정치적 스
펙트럼 내에서 포데모스의 이데올로기적 위기와 이를 비교할 것이다.

2.2 진정으로 좌익적인 유사 총회적 정당? 포괄 정당으로의 포데모스의 발전
처음에 오토 키르히하미어(Otto Kirchheimer)(1966)가 도입한 포괄 정당의 개
념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벌어진 경제 성장이 계급들 사이의 사회적, 경
제적 장벽을 없을 정도로 모든 배를 뜨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경제 성
장은 대규모 중간 계급을 창출했는데, 이들의 선호는 대략적으로 동질적이며, 새
로운 유형의 정당, 즉 포괄 정당의 등장을 위한 정치적 조건을 창출했다.
키르히하이머에 따르면 포괄 정당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 세 가지가 될 수 있다. 
(1) 이데올로기적 담론보다는 단기적인 고려를 우선시하는 것, (2) 강한 리더십 
혹은 카리스마적 리더십, (3) 산업 노동자 혹은 가톨릭 유권자의 이해관계보다는 
중위 투표자의 이해관계와 선호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Kirchheimer, 1966, p. 190). 이런 광의의 성격 규정에 포데모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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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맞는가? 이 글은 그렇다고 보며, 포데모스의 경제 의제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이 보여준 변화는 포데모스가 운동 정당에서 포괄 정당으로 전화하는 예를 보여
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유권자의 이데올로기적 정향(좌에서 우로 이어지는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의 정치적 자기정치自己定置)은 당의 구성에서 2014년 5월 유럽 선거까지의 4
개월 동안 포데모스에 투표하는 성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우리는 포데
모스가 초기에 좌익 지지층 사이에서 동의를 획득했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포데모스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상실했다.

가설 2: J. 토레스 로페스와 V. 나바로가 작성한 포데모스 경제 강령(TL&N)에
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빼기로 한 결정은 당의 실용주의적인 “포괄 정당으로의 전
환”과 일치한다. 가설 1의 결과로서 우리의 두 번째 가설은 포데모스가 2015년 
11-12월 총선에 임하는 최종 강령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
라는 것이다.

가설 1에서 시작해 보자. 이글레시아스가 자주 언급한 생각은 포데모스가 “[정
치] 판의 중앙”을 차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글레시아스는 “이데올
로기적 정의가 현재 스페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나는 이데올로기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지만, 정부를 위한 강령을 만들 때는 무엇이 실질적인 가능성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리는 [함께 일하는 경제학자들로부터] 이것이[보편적 기본소
득] 훌륭한 생각이고, 흥미로운 흐름이긴 하지만 집권 첫 2년 동안 이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13) 이 말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 그것은 당 지도부가 선거 승리에 강조점을 두
는 것으로, 포데모스가 스페인판 5성운동이 될 수 있는 좌우 분할을 완전히 무시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포데모스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왼쪽에
서 포괄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스페인판 5성운동보다는 스페
인판 시리자에 더 가깝다. 그림 1은 스페인의 전국 정당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자기정치의 분포를 보여준다.

13) http://elpais.com/elpais/2015/01/21/inenglish/1421834814_1835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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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권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자기정치의 분포

보수 정당(PP, 국민당)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오른쪽에 자신을 놓으
며, 자유주의자들은 중앙에,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포스트공산주의자들은 중앙 왼
쪽에 자신을 놓는다. 포데모스와 관련해서는 그림 1에서 두 가지 주목할 것이 있
다. 첫 번째는 포데모스는 당의 지지자들이 유권자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가까
운 정당이라는 것이다(검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중앙 왼쪽의 유권자들로, 
여기는 전통적으로 스페인 사회민주당이 차지했던 곳이다.
두 번째는 스페인에서 1/3 이상의 유권자가 자신을 4-5에 놓는다는 것이다. 이
것은 어떤 당도 중도좌파 지지층(의 일부)을 획득하지 않고는 선거에서 승리하
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좌파의 전통적인 
담론 밖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좌파가 계속해서 우리를 규정하
고 있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정치로 만든다면 우리는 [정치적] 천장
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천장은 10, 12, 15, 17퍼센트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말
하는 것은] 현존하는 사회적 다수에게 말하는 정치적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14) 이글레시아스에 따르면 포데모스가 포스트공산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포데모스가 좌파 쪽에서만이 아니라 중도와 중도좌파에서도 유권자를 얻으려 한
다는 점이다. 그림 2는 이데올로기적 자기정치에 따른 각 정당의 유권자 구성이
다. 값 1과 2는 “극좌파”라고 부를 수 있으며, 값 3과 4는 “중도좌파” 혹은 “온건 
중도파”라고 할 수 있다. 값 5와 6은 “중앙”을 나타낸다. 중위값은 5.5이다. 값 7
과 8은 “중도우파” 혹은 “온건 우파”에 해당한다. 값 9와 10은 “극우파”를 표현한
다. 

14)
http://lahiedra.info/entrevista-a-pablo-iglesias-para-poder-ganar-hace-falta-co
nvertirse-en-pueblo/



- 114 -

그림 2. 이데올로기적 자기정치에 따른 다섯 개 주요 정당의 유권자 구성

각 정당에서 좌익 지지층을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표시한 도표는 포데모스가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포스트공산주의 정당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스페인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투표 행위 분석은 스
페인의 평균적인 유권자가 온건한 좌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은 1996년
에서 2014년까지 조사된 스페인 유권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선호(왼쪽 세로축)와 
스페인의 평균적인 유권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선호(오른쪽 세로축)의 변화를 두 
개의 세로축으로 요약한 것이다.
그림 3. 이데올로기적 선호 및 피조사자 총평균의 변화

그림 3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세 가지이다. (1) 자신을 극좌에 정치시킨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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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극우에 정치시킨 유권자보다 훨씬 높으며, 중도 우파의 비율에 가깝다
는 것이다. (2) 평균적인 유권자는 우익이 아니라 좌익적이며, 이는 지난 20년 
동안 그러했다. (3) 스페인의 선거 경쟁은 중도/ 중도 우파가 아니라 중도/ 중도 
좌파에서 벌어진다. 2014년 12월 중도/ 중도 좌파에 자신을 정치시킨 유권자의 
비율(54.2퍼센트)은 중도/ 중도 우파의 비율(37.9퍼센트)보다 거의 20퍼센트 정
도 높았다.
포데모스 지도자들이 실제로 좌우 분할이 과거지사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포데모스가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 위치는 – 포데모스 지도자들은 종종 자
기 당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공산주의 정당들의 “득표 천장”을 깨
는 것이라고 말했다 – 중도 좌파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스페인 사회민주당
(PSOE)이 차지했던 것이다.
이글레시아스는 TL&N이 작성한 경제 강령 초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면서(그리
고 암묵적으로 지지했다) “[오늘] 우리가 제출한 [경제] 제안은 얼마 전까지 모
든 사회민주당이 지지했던 것이다”라고 선언했다.15) 한편으로 포데모스를 사회민
주당에 가깝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원래 유럽 의회 선거 시기에 제출했던 강
령에서 포데모스를 멀어지게 한 이 경제 제안들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채무 디폴트와 관련된 제안이며, 다른 하나는 최소 소득 보
장과 관련된 것이다. 채무 디폴트 및 안전망과 관련해서 두 개의 강령(유럽 선거 
시기의 강령과 2015년 11-12월 총선을 위해 TL&N이 작성한 경제 강령)의 차
이를 비교해 보자.

(1) 전자와 관련해서 유럽 선거 강령의 1.2조는 “정부 부채 및 가계 부채에 대한 
시민 감사를 벌여 정당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부채의 일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지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다”고 되어 있다(PODEMOS, 2014a, p. 3). TL&N 
문서는 “시민 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인” 부채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 문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가계 부채...특히 주변부 나라들의 가
계 부채를 재조정하고 경감하는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긴급하다”이다(Navarro 
and Torres Lopez, 2014, pp. 16-17). 여기 깔려 있는 메시지는 포데모스가 부
채 디폴트를 지지하는 것에서 질서 있는 부채 재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옮겨갔
다는 것이다.
(2) 후자와 관련해서 여기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
겠지만 유럽 선거를 위한 강령 속의 보편적 기본소득에서 TL&N의 최소 보장 

15) 
http://www.thespainreport.com/12753/podemos-presents-new-framework-ideas-
correct-emergency-situation-spanish-economy/



- 116 -

소득으로 바뀌었다(3.1). 여기에 깔려 있는 메시지는 포데모스가 권리의 문제로
서의 보장 소득을 받을 있는 권리에 대한 사전적인 인정에서 수급자가 수급 자
격이 있을 정도로 가난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선별적이고 사후적인 최소 소
득을 지지하는 것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3. 포데모스 의제 내의 보편적 기본소득: 이 제안에 대한 분석

3.1 보편적 기본소득과 포데모스의 제도적 구성
유럽 의회 선거를 위한 강령에서 포데모스는 “제대로 된 생활수준을 가능하게 하
기 위해 빈곤선에 상응하는 수준의...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소득의 권리. 기본소
득은 복지 국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국가를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시
나리오에 적응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16) 이 강령에 따르면 보편적 기본소
득 재원은 소득세 체제를 누진적인 방식으로 개혁하고 재정 회피를 막는 것을 
통해 마련하게 되어 있다.
포데모스의 공식 문서가 말하는 것처럼 유럽 선거를 위한 강령은 다음과 같은 
참여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1) 첫 번째 초안을 전문가들이 작성하고, (2) 추
가 및 수정 제안이 이른바 “서클”에서 이루어졌다.17) 유럽 선거 강령에 기본소득
이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사회 정책은 기본적으로 유럽 회원국
들의 책임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18) 실제로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진보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리스본 조약이 승인된 이후) 사회 보장 정책은 회원국의 능
력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유럽연합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선거 강령에 기본소득이 포함된 것은 유럽 의회가 사회 정책을 실
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소득세 체제도 
유럽연합 회원국의 책임이어서 이 영역에서 유럽 연합이 행동할 능력이 거의 없
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포데모스가 유럽 선거 강령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포함한 것은, 유럽 
16) 이 강령이 스페인어판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podemos.info/wordpress/wp-content/uploads/2014/05/Programa-Podemos.p

df
17) 포데모스 서클 런던 블로그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서클”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

의 불만을 실질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바꿀 것인지를” 토론하기 (궁극적으로는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수평적으로 조직된 모임이다

(http://podemoslondon.wordpress.com/what-is-podemos/).
18)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institutional_affairs/treaties/lisbon_treat
y/ai0023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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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한 매우 상징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포함은 전국 정치 차원에서의 포데모스의 이
해관계에 상응하는 것이었으며, 2015년 11-12월에 있을 총선에서 당을 지지할 
지지층을 동원하는 것이 목표였다.
[유럽 선거가 끝나고] 몇 달 후 포데모스는 총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령을 만
들기 시작했다. 당 지도부에 따르면 이 강령의 최종적인 승인 과정은 유럽 선거
에서 강령을 채택하는 과정과 비슷한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두 과정
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당 내에는 당의 방침을 결정하
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 강령을 승인하는 책임을 맡은 두 개의 기구
가 있다.

-  당 대회(assembly): 회비를 납부하고, “포데모스의 강령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책임이 있는 모든 지부에게 열려 있는 기구(PODEMOS, 2014b, 
art. 11.6).

-  평의회(council): 다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정치적 지도부로 강령 초안의 승
인을 책임지고 있다.

모든 지부가 최종 강령의 승인에 동의한다 해도 선거 강령의 최종 내용에 평의
회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평의회가 강
령 초안의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평의회에 선출된 대표들이 승인한 
초안을 지부들이 큰 수정 없이 최종 강령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TL&N이 작성한 경제 강령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들어 
있지 않다. 반면에 5.4조는 “경제적인 인권 및 헌법에서 인정되는 인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주체적인 시민권으로서의 보장된 최소 소득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빈곤 및 사회적 배제를 없애기 위한 국가적인 협약”을 실시할 필요성을 언
급한다(Navarro and Torres, 2014, p. 17). 포데모스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에서 소득이 낮거나 없는 개인을 목표로 하는 최소 보장 소득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변화가 두드러진다. 간단하게 두 정책의 차이를 설명해 보자.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
어지는 소득이다(Van Parijs, 1995). 반면에 최소 보장 소득 – TL&N의 제안 – 
은 무조건적이지도 않고(실업자는 상응하는 일자리 제공을 받아들여야 한다) 보
편적이지도 않다(수급자가 가난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자산 심사가 있다).
한편으로 노동이라는 조건은 대개 사회란 자유롭고 동등한 시민들 사이에서 시
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공정한 협업 체제이며, 이 속에서 사회적 생산물은 그 
생산에 실제로 기여했거나 최소한 기여하려고 하는 개인들 사이에서만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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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상에 근거해서 정당화된다(Rawls, 1971). 이런 관점에서 워크페어는 동
등성의 요구이며, 하루 종일 말리부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에게 파이를 나누어주
는 것은 공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공정한 호혜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편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표적 설정(targeting)은 자원의 
희소성에 근거해서 정당화된다. 서로 다른 두 접근법이 구분될 수 있다. 보수적
인 재정 접근법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들에게 몰수적인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 
모두에게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진보적인 관점의 “희소성” 논변은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만 국가 개입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
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표적 설정에 몇 가지 (훌륭한) 효율적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다. 노동의 조건 + 표적 설정은 궁극적인 안전망을 조직하는 데 사회민주
주의가 전통적으로 옹호하는 두 가지 원칙이다. 교육과 건강 등의 다른 영역에서
는 서비스의 보편성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포데모스의 “사회민주주의적 
전환”이 지지층의 선호와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가 다음 절에서 분석
하고자 하는 것이다.

3.2 기본소득에 대한 포데모스 지지층의 선호
2014년 8월 28일 기본소득에 관한 포데모스 서클(POEDEMOS Renta Basica)은 
타이탄패드 챗(Titanpad chat)을 통해 첫 번째 온라인 모임을 가졌다. 포데모스 
기본소득 서클의 목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보편적 기본소득 제안, 즉 액
수, 실시 과정, 실행에 필요한 자원 등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데모
스 기본소득 서클과 “3E 서클”(경제, 생태, 에너지)은 기본소득에 관한 전국적인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11월 10일에 
시작되어 12월 15일에 끝났으며, 7,804명이 참여했다. 그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상당한 다수가 스페인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이 공정하고(88퍼센트) 
필요하다고(86퍼센트) 보며, 그 액수는 600-700유로(44퍼센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보편적 기본소득 이하인 다른 사회적 급여 이전을 대체할 것이라
고 생각한다. 
(2)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시되더라도 상당한 다수는 계속해서 풀타임 노동을 할 
것이며(54퍼센트), 일자리가 없는 경우 풀타임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16퍼센트).
(3) 다수는 보편적 기본소득 실시의 장애물이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53퍼센트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있다고 본다), 정치적인 것이라
고 생각한다(58퍼센트). 
이런 결과로부터 포데모스 당원의 상당한 다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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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결과를 표면적으로 독해하면 보편적 
기본소득이 TL&N 경제 강령에서 빠진 것은 (1) 당 지도부가 2015년 11-12월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실제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2) “당연한” (극
좌) 지지층의 지지만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고, 중도 좌파(4, 5, 혹은 6에 
자기정치한 유권자들)의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당 지도부
가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포데모스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원에 
의존하는 유사 총회 정당(quasi-assambleary party)이 아니다. 포데모스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문 조항인 “시민에 의존하는 것”에 진정성이 있다면 보편적 
기본소득이 당의 경제 강령의 일부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사는 피조사자가 포데모스의 당원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 편향) 편향된 것일 수 있다. 여기서 선택 편향은 피조사자 샘플이 임의로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샘플링 편향의 형태를 보인다. 왜냐하면 (1) 기본소
득에 관한 포데모스 서클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
을 지지한다 -> (2) 포데모스 기본소득 서클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포데모스 기본소득 서클의 대표자(보편적 
기본소득을 선호하는 당원들)이지 (필연적으로) 전체 당원의 대표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기본소득에 관한 포데모스 서클의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를 드러내기 위한 조사는 꼭 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음을 관찰해 
보자. (1) 포데모스 기본소득의 트위터 계정은 1,186명의 팔로어가 있으며, (2) 
페이스북은 3,594명 정도가 있다.19) 조사 샘플은 거의 8,000명이다(7,804).20) 
포데모스 기본소득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사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서클은 효과
적인 외부 캠페인을 벌였으며 포데모스 기본소득 서클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조
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른 또 다른 반론은 이 조사에 편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표피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포데모스의 당원들(즉 좌익적인 사람들)이 재분
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가지 
신중한 관찰이 적절해 보인다. 첫째, 기본소득 서클이 실시한 조사는 재분배 일
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특정한 유형의 재분배 계획에 관

19) http://twitter.com/PodemosRentaBU; 
http://www.facebook.com/PodemosRentaBasica. 최종확인일은 2015년 9월 4일.

20) 
http://docs.google.com/forms/d/1z9fecHbnb0iOZqEZ8P-SnZckZKDUTrtseFm0Atr
_udc/viewanalytics?usp=form_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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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표적을 설정하는 정책과 달리 기본소득의 특징인 보편성은 재분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하게 만든다(“왜 워렌 버핏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가?”). 둘째, 이 조사는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성격(고용 상황, 소득 수준, 
정치적 자기정치 등등)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질문도 없기 때문에 응답자가 포
데모스 당원들을 대표하는지를 알 수 없다. 이것은 이 조사로부터 어떤 결론을 
끌어내려고 할 때 문제를 낳는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보편적 기본소득 지지 사
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조사도 없다고 할 때 평균적인 포데모스 당원
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 대체물(proxy)을 
사용했다. 대체물의 선택은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상응한다.

(1) 포데모스에 투표한 사람들의 거의 50퍼센트가 3(28.43퍼센트)과 4(18.17퍼
센트)에 자기정치했다.
(2) 보편적 기본소득은 조세 규모의 확대를 통해 복지 국가의 규모를 확대하려
는 재분배 계획이다.

따라서 조사 결과를 중도 좌파(3-4)에 자기정치한 스페인 유권자가 표명한 재
분배 및 재정 정책에 대한 의견과 비교한다. 이것은 스페인사회조사센터가 실시
한 “여론과 재정 정책”에 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CIS, 2014b).
복지 정치에 관한 문헌에 나타난 주지의 결과는 좌익적인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늘어단다 하더라도 재분배 정책(가난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해서 점진적으로 불
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실시 결과로 스페
인 복지 국가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가? 그림 
4는 이데올로기적 자기정치에 따른 스페인 복지 국가 규모의 확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보여준다.
그림 4. 이데올로기적 자기정치에 따른 복지 국가 및 조세 규모에 대한 선호

사회조사센터는 피조사자가 0에서 10까지 사이에 자기정치하는 질문을 통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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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 조세에 대한 개별적 선호를 측정한다. 이때 0은 “세금을 좀 더 부담하더라
도 공적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10은 “공적 서비스를 줄이더
라도 세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샘플 가운데 32.2퍼센트가 특별한 선호가 없으며, 36.3퍼센트는 공적 서비
스와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며, 21퍼센트만이 낮은 세금과 공적 서비
스 축소를 선호한다. 중간 위치인 5가 – 어떤 극에 대한 선호도 보이지 않는 것 
– 매우 넓으며,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 전체에서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주류적
인” 중간적인 선호를 제외하면 이 그림의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정치적 스펙트럼
에서 자기정치한 좌파와 자기정치한 우파 사이의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좌익적 사람들은 복지 국가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선호하지만 비율 차이는 예상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9에다 자기정치한 사람들 – 극우적인 사람들 – 의 21.7
퍼센트가 놀랍게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적 서비스 증대에 대한 강
한 선호를 나타낸다. 스페인에서는 복지 국가의 규모를 둘러싸고 좌익적인 사람
들과 우익적인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스페인에서는 중간 위치가 이데올
로기적 스펙트럼에서 지배적인 “주류”이며, 일반적으로 좌익 사람들과 우익 사람
들 모두 공적 서비스의 증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예외”(anomaly)(Fernandez-Albertos and Manzano, 2012)의 이유가 무
엇이든 간에 보편적 기본소득 계획을 지지하는 포데모스 당원들의 상당한 다수
와 중도 좌익적인 그룹들이 표명하는 정부와 조세 규모에 대한 선호 사이에는 
일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한편으로 대부분의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에는 재정 개혁이 들어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부분의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은 고소득 가족으로부터 저소득 가
족으로의 대규모 소득 재분배가 들어 있다. 최근 스페인에서 아르카론스 등등이 
실시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Arcarons et al., 2014)은 부유한 30퍼센트로부터 
대략 350억 유로가 하위 70퍼센트로 재분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다른 한편으로 복지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 스페인 사람들은 정
부 규모의 확대라는 생각에 보통의 지지만을 보여주고 있다(정치적 스펙트럼에
서 지배적인 선호는 5인데, 이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렇
다면 (1) 재정 개혁인 조세 수입의 증대를 목표로 하며, (2) 고소득 가족으로부
터 저소득 가족으로의 대규모 소득 재분배를 함축한다고 할 때 포데모스 당원들 
사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큰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조사 응답자의 91퍼센트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긴 했지
만 대규모 지지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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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응답자가 “기본소득”이라는 말
을 동일하게 이해하지 않았다. 부록의 질문 (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응답자의 
26퍼센트만이 보편적 기본소득이 “모든 주민(시민과 합법적인 이민자)에게 지급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는(거의 60퍼센트)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고(29퍼센트) 생각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게 지급되어야 한다고(29퍼센트) 생각했다. 따라서 응답자의 거의 60퍼센트가 
기본소득이 아니라 가난한 가족을 위한 소득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했
다. 즉 최저 보장 소득, TL&N에 작성한 경제 강령 초안에서 기본소득을 대체한 
소득 보조 정책 말이다.

4. 결론

(1) 종종 포데모스 지도자들이 좌우 분할이 과거지사이며 일부 분석가들이 포데
모스를 키트쉘트가 처음으로 발전시킨 “운동 정당”의 예 가운데 하나로 보긴 하
지만 포데모스는 운동 정당보다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왼쪽에 있는 포괄 정당에 
더 가깝다.
(2) 이 논문은 포데모스의 강령적 문서에 드러난 보편적 기본소득의 변화를 분
석함으로써 앞서 말한 가설을 확인하려 했다.
(3) 이 논문은 기본소득에 관한 포데모스 서클의 온라인 조사를 분석했다. 이 조
사는 당원들 사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선험적인 지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조사 응답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실제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 보편적이
고 무조건적인 – 기본소득을 선호하지 않고, 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을 위한 
최소 보장 소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따라서 포데모스가 TL&N 경제 강령 초안에서 최소 보장 소득을 채택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것은 포데모스 당원들의 선호에서 멀어진 것이 아
니라 –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 그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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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본소득에 관한 포데모스 서클의 실시한 기본소득에 관한 온라인 조사. 
응답자 수 7,804명 (가장 적실성 있는 질문만 선별한 것임)

질문 1. 스페인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2.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까?

질문 3. 스페인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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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어떤 집단이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오늘날 스페인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한 최소 금액이 얼마라고 생
각하십니까?

질문 8.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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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 거주 나라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질문 11. 18세 이하도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보편적 기본소득이 현재 스페인에서 주어지고 있는 다른 사회 수당을 
대체해야 하나요?

질문 13. [스페인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자원
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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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4. 현재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데 주요한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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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c Income on the agenda of PODEMOS: 
A matter of political or financial viability?

Borja Barragué(Madrid Autónoma University)
César Martínez Sánchez(Madrid Autónoma University)

1.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many European citizens have begun to vote for 
political parties that promise a new way of doing politics, more or less 
away from traditional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parties. It 
occurred in Italy with the Five Star Movement (M5S) started by Beppe 
Grillo; it occurred in the European elections 2014, with Eurosceptic and 
far-right parties gaining ground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England, the Netherlands, Denmark, and Austria; and it 
occurred again with Alexis Tsipras’ SYRIZA in the Greek general 
elections. What do all these emergent parties share in common? A first 
tentative answer would be that all these parties advocate a “new politics” 
they oppose to the “old politics”. Just like the catch-all parties occupied 
the space left by the traditional parties in the 20thcentury, the space left 
by the traditional parties in the early 21stcentury would be occupied by 
(i) populist right-wing and anti-immigration parties, and (ii) left-wing and 
anti-Troika parties that have or at least claim to have their roots in 
different Social Movements. In Spain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rapid emergence of PODEMOS is what they call the “disruption in the 
political cleavage”. Traditional analyses of voting behavior tell us that 
voting is influenced by such things like social class, completed level of 
education, religious views, etc. For the leaders of PODEMOS, however, 
the right/left cleavage is passé -i.e. is part of the “old politics”. The 
party of Pablo Iglesias claims to have dug a new cleavage in the Spanish 
political scenario: the change vs.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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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olitics” vs. the “old politics”, the pro-establishment politics vs. the 
anti-establishment politics.

Yet the emergence of new parties is not a phenomenon restricted to 
Spain: the same has happened in France with Marine Le Pen’s National 
Front; in the UK with Nigel Farage’s UKIP; in Greece with Alexis Tsipras’ 
SYRIZA; even within Spain other parties have emerged –such as 
Barcelona En Comú- that very likely will gain considerable electoral 
support in light of current political developments.

A widespread belief among political commentators in Europe is that 
parties like PODEMOS, Five Star and SYRIZA, which threaten to 
transform the national party systems in the debtor countries of the 
Eurozone, have become the institutional crystallization of a public 
demand aimed at national governments in favor of a real democracy. We 
turn now to analyze the evolution of PODEMOS from a Social Movement 
into a political party that aims to win the widespread support of the 
Spanish population in the next general elections.

2. The evolution of PODEMOS: from Puerta del Sol Square to 
the Palace of Moncloa

2.1. PODEMOS as a Movement Party

We owe the notion of “movement party” to Herbert Kitschelt. In two 
articles published in the second half of the 80s, Kitschelt (1986; 1988) 
analyzed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Movements into political parties 
following the successive antinuclear protests that became widespread 
from the 1960s onwards. It is precisely when agents of a Social 
Movement take a step forward and jump to the institutional arena when, 
according to Kitschelt, the movement turns into a party. 

When some agents of a Social Movement decide to enter the 
institutional arena there is no guarantee they are making the right 
choice in light of (i) their aims and (ii) their ability to solve col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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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problems. This is perhaps one of the keys to poor electoral 
showing for political ecology in Spain (EQUO). In essence, the decision of 
moving from Social Movement towards a political party depends on two 
factors:

- Firstly, it depends on the barriers to entry in the institutional 
arena created mainly, but not only, by the electoral legislation. All else 
being equal, a Social Movement will only move towards a political party 
if the barriers to entry are loose enough so that the Movement’s leaders 
believe they have a chance to gain electoral representation.

- Secondly, a Social Movement will move towards a party if their 
leaders feel that a significant part of the population lacks an adequate 
representation in the current party system –i.e. a cleavage-based 
explanation. A traditional party may not want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an underrepresented population –the unemployed, LGBT community, 
vegans- because the party leaders think the electoral defense of that 
group could collide with the preferences of their traditional constituency, 
whose loss would be greater than the benefits they expect from turning 
to the interests of their new constituency.

The leaders of PODEMOS have often claimed their status as movement 
party, although without explicitly acknowledging it. For example in the 
“Draft of Political Principles” signed by the national leaders of the party 
–Pablo Iglesias, Iñigo Errejón, Juan Carlos Monedero, Carolina Bescansa, 
and Luis Alegre- we can read that “the 15-M [Indignados] movement 
helped to articulate some of the dissatisfactions until that moment were 
orphaned or were lived in isolation and depoliticized […] The 15-M 
movement suddenly aged [political] elites and the official narrative, 
highlighting the depletion of their consensus, their certainties, the frames 
into which the [social] positions were distributed and the role of each 
[individual] in the social contract […]” (Iglesias et al., 2014, p. 3). By 
claiming the 15-M (or Indignados), PODEMOS seem to be claiming a 
horizontal power structure and a (quasi) assambleary decision making 
process: an “open” model of party that usually lacks of an 
institutionalized mechanism to solve problems of collec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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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be the following three are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PODEMOS 
as a party: (1) it emerges at a time of social unrest and discredit of 
traditional parties to channel into the institutional arena that public 
outrage; (2) it relies on a generational cleavage where according to some 
surveys Iglesias’ party has managed to attract broad support from the 
youngest and most educated sectors of the Spanish society; (3) certain 
euroscepticism or what may be called anti-Troikism –a very critical 
discourse with the role played by the European institutions in managing 
EU’s sovereign debt crisis.   

Assuming PODEMOS is the institutional crystallization of the Social 
Movements linked to the Indignados may lead us to think that another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party is its genuinely left-winged 
discourse. In the next section we discuss this issue in more detail, and 
compare it with the ideological location of PODEMOS within the political 
spectrum.

2.2. A genuinely left-wing quasi-assambleary party? The evolution of 
PODEMOS towards a catch-all party

The concept of a catch-all party, originally introduced by Otto 
Kirchheimer (1966), refers to the idea that the economic growth that 
followed the end of the II World War effectively lifted all boats so that 
social and economic barriers between classes vanished. The economic 
growth created a large middle class whose preferences were 
approximately homogeneous, creating the political conditions for the 
emergence of a new type of party: the catch-all party.

According to Kirchheimer, the main features that characterize a 
catch-all party would be the following three: (1) the predominance of 
short-term considerations over ideological discourses; (ii) a strong or 
charismatic leadership; and (3) a focus on policies aimed at satisfying 
the interests and preferences of the median voter, rather than those of 
the industrial worker or Catholic voters (Kirchheimer, 1966, p. 190). Does 
PODEMOS fit into this broad characterization? The paper holds this is 
the case, and that the evolution of the UBI proposal in the part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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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agenda exemplifies the turning of PODEMOS from a party 
movement to a catch-all party. More specifically, our hypotheses are:

H1:Theideologicalorientationofthevoters(politicalself-placementonthel
eft-rightscaleofthepoliticalspectrum)affectsthepropensitytovoteforPOD
EMOSaboveallinthe4monthsgoingfromitsconstitutionasapartytotheEuro
peanelectionsMay2014,sothatweexpectPODEMOSinitiallygainedconsens
usamongleft-wingconstituency,butitlosesthisideologicalprofileovertime.

H2:ThedecisiontoremovetheUBIfromtheeconomicprogramdraftedbyJ.T
orresLópezandV.Navarro(TL&N)forPODEMOSrespondstotheparty’sprag
matic,“catch-allturn”.AsaresultofH1,oursecondhypothesisisthatPODEM
OSwon’tincludetheUBIinitsfinalprogramforgeneralelectionsinNovember
-December2015.

Let us begin with H1. An often repeated idea by Iglesias is that 
PODEMOS seeks to occupy the “centrality of the [political] board”. 
Iglesias does not “think that ideological definitions help us to understand 
what is going on in Spain at the moment […] I think that ideology can 
help us to define identities, but that when it comes to laying out a 
program for government, one has to look at what the real possibilities 
are […] We’ve been told [by the economists we have worked with] that 
this [the UBI] is a great idea, and an interesting trend, but that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n the first two years in office”21). There 
are many ways to interpret these statements, but we will focus on two of 
them. Firstly, it could mean that giving the emphasis made by the party 
leaders on winning the elections, PODEMOS will absolutely ignore the 
left-right cleavage to become a kind of a Spanish version of Five Star 
Movement. Alternatively, it could mean that PODEMOS will become a 
catch-all party but on the left side of the political spectrum –so closer 
to a Spanish version of SYRIZA than to a Spanish version of M5S. 
Figure 1 shows the distribution of votes by ideological self-placement for 
a set of Spanish national parties.

21) http://elpais.com/elpais/2015/01/21/inenglish/1421834814_1835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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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votes by ideological self-placement

Supporters of the conservative party (PP) tend to locate themselves on 
the right of the political spectrum, liberals on the center, and 
social-democrats and post-communists on the center-left. With regards 
to PODEMOS there are two points to note in Figure 1. First point to note 
is that PODEMOS is the party whose supporters are closer to the 
ideological profile of the electorate (represented in the figure by the 
black line): a center-left voter, a space traditionally dominated by the 
Spanish Social Democratic party.

The second point to note is that in Spain more than one in three of 
the voters place themselves in 4-5. This means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 party to win an election unless it attracts (part of) the 
center-left constituency. Iglesias expressed this very same idea with 
these words: “What we say […] is that somehow there are some people 
who fall outside the traditional discourse of the Left; while the Left 
continues assuming that it is our [ideological characterization] what 
defines us to make politics, we’ll have a [political] ceiling. This ceiling 
can be set at 10, 12, 15 or 17 percent, but [what we say i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litical language that speaks to the existing 
social majority”. According to Iglesias, what distinguishes PODEMOS from 
the post-communists is that the former seeks to collect votes not only 
from the left but also from the center and center-left. Figure 2 shows 
the composition of the vote to each party by ideological self-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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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osition of the vote for the 5 main parties by ideological self-placement

We’ve gathered values 1 and 2 into which can be called “far-left”; 
values 3 and 4 into something like “center-left” or “moderate center”; 
values 5 and 6 that represent the “center” –the median value is 5.5, 
indeed-; values 7 and 8 conform the “center-right” or “moderate right”; 
and values 9 and 10 express the “far-right”.

The chart–ordered from lower to higher values in left-wing 
constituency in each party- shows that PODEMOS is located somewhere 
between the Social Democratic and the Post-Communist parties. This is 
unlikely to be chance. Most voting behavior analyses in Spain have 
found that the Spanish average voter is moderately left-winged. Figure 3 
summarizes in a two vertical-scale chart the evolution of the ideological 
preferences of the surveyed Spanish voters (left vertical axis) and the 
Spanish average voter (right vertical axis) for the period 1996 up to and 
including 2014.

There are three points to note in Figure 3: (1) the percentage of 
voters that self-placed in the extreme left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extreme right, and it is close to that of moderate right; (2) the 
average voter is more left-winged than right-winged, and this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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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volution of the ideological preferences and total surveyed average 

so for the last two decades; and (3) electoral competition in Spain takes 
place in the center/center-left rather than in the center/center-right: in 
December 2014 the percentage of voters that self-placed in the 
center/center-left (54.2%) was almost 20 points higher than that of the 
center/center-right (37.9%).

Whether the leaders of PODEMOS effectively think the left-right 
cleavage is passé or not, the place we can reasonably expect to be 
occupied by PODEMOS –whose leader has often declared that one of the 
main goals of the party is to break the “vote ceiling” of the 
post-communists parties- is the center-left. A place traditionally 
occupied by the Spanish Social Democratic party (PSOE). 

When Iglesias officially presented (and implicitly backed) the draft of 
the economic program elaborated by TL&N, the leader of PODEMOS 
stated that “[the economic] proposals we assume [today] would have 
been backed by any social democrat not so long ago”22). What are these 
economic proposals that bring PODEMOS closer to the social democracy 
on the one hand, and move it away from the program they originally 
presented for the European elections on the other? Basically two: the 

22) 
https://www.thespainreport.com/12753/podemos-presents-new-framework-ideas
-correct-emergency-situation-spanish-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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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related to the sovereign debt default, and the proposal related 
to the guarantee of some minimum level of income. Let’s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grammes (the one for the European 
elections and the TL&N draft economic program for general election 
Nov-Dec. 2015) with regards to the sovereign default and the safety net:

(1) As to the former, the program for the European elections 
suggested in its point §1.2 a “citizen audit of both the sovereign and 
household debt to delimit which part of them can be consider illegitimate 
so to take measures against the responsible and declare it as 
non-payable” (PODEMOS, 2014a, p. 3). The TL&N document does not use 
the term “citizen audit”, nor does it contain any mention to “illegitimate” 
debts. All TL&N document says is that “it is urgent the implementation 
of a strategy to restructure and relief the household debt […] especially 
that of the periphery countries” (Navarro and Torres López, 2014, pp. 
16-17). The underlying message is that PODEMOS has moved from 
defending a sovereign debt default to defend an orderly debt 
restructuring.  

(2) As to the latter, the change is also notable: from a UBI in the 
program for the European elections, to a minimum guaranteed income in 
TL&N, as explained more in detail below (§3.1). The underlying message 
here is that PODEMOS has moved from defending the universal ex ant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receive a guaranteed income as a matter of 
right to defend a selective ex post minimum income in which recipients 
must show that they are sufficiently poor to be eligible. 

3. The UBI in the agenda of PODEMOS: an analysis of the 
proposal

3.1. The UBI and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PODEMOS

In the electoral program for the European Parliament PODEMOS stated 
a “right to a basic income for all the citizens […] of an amount equal to 
the poverty threshold, in order to facilitate a decent standard of living. 
Basic income does not replace the welfare state, but tries to adapt i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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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socio-economic scenario”23). According to the program, the UBI 
would be financed through a progressive reform of the income tax 
regime and the fight against the fiscal evasion. 

As demanded by the official documents of PODEMOS, the program for 
the European elections was elaborated in a participatory process in 
which (i) a first draft was written by a group of experts, and (ii) addenda 
and suggestions of modifications were discussed in the so-called 
“Circles”24). The inclusion of a basic income in the program for the 
European elections strikes at first sight since social policy is remains 
principally the responsibility of EU Member States.25) Effectively, despite 
all the progress made in the last years (above all after the Lisbon Treaty 
was approved), social protection policy remains the competence of the 
Member States so the ability to act for the EU is very restricted.

But the inclusion of the UBI in the program for the European election 
strikes not only because the European Parliament lacks any substantial 
competence for social policy but also because the income taxation 
regime is also responsibility of the EU Member States so the ability to 
act in this field for the EU is nearly zero.

The above is intended to show that the inclusion of the UBI proposal 
in the electoral program of PODEMOS for the European elections had a 
marked rhetorical character, to the extent that the EU Parliament is not 
responsible for that issue. In fact, the inclusion of the UBI responded to 
the interests of PODEMOS in national politics, and it was aimed at 
mobilizing constituencies that could possibly support the party in the 
next general elections November-December 2015.

23) It is a Spanish version of the program available online at 
http://podemos.info/wordpress/wp-content/uploads/2014/05/Programa-Podemos.pdf
24) As it is explained on the Circulo Podemos London blog, a “Circle” is a 

horizontally-organized meeting in which people gather to discuss (and 
eventually decide) “how to turn their frustration into effective political action” 

(https://podemoslondon.wordpress.com/what-is-podemos/).
25)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institutional_affairs/treaties/lisbon_treat
y/ai0023_en.htm 



- 138 -

Only a few months later PODEMOS began to elaborate the program 
with which they will compete in the general elections. According to the 
party’s leaders the process for the final approval of the program will 
follow a similar procedure of that adopted for the European elections. 
Yet there is on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cesses since 
there is now a structure of boards of direction within the party. There 
are now two bodies responsible for the approval of the electoral 
programs:

- The Assembly –a body open to any affiliated acquainted with the 
payment of her dues-, responsible for “determine the way in which 
the program of PODEMOS will be drafted” (PODEMOS, 2014b, art. 
11.6).

- The Council –a body of political leadership elected by 
majoritarian rule-, responsible for the approval of the draft 
programmes.

Even if the approval of the final program corresponds to all the 
affiliates, there can be no doubt of the great influence played by the 
Council in the final content of the electoral program. In fact, giving the 
Council is responsible for the approval of the draft programmes, it is 
highly likely that affiliates will pass final programmes without 
significantly amend the drafts approved by the recently elected 
representatives in the Council.

As it has been mentioned, in the economic program for the general 
elections drafted by TL&N there is no mention to the “universal basic 
income”. On the contrary, the point 5.4 mentions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a “statewide pact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imed to guarantee the exercise of economic human rights and those 
recognized in the Constitution, to establish a guaranteed minimum 
income as a subjective rights of citizens […]” (Navarro and Torres, 2014, 
p. 17). The change is notable since PODEMOS moves from an 
unconditional and universal basic income to a minimum guaranteed 
income targeted to individuals with low or no income. Let’s explain 
briefly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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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ic income is an income unconditionally grant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Van Parijs, 
1995). On the contrary, a minimum guaranteed income –the proposal 
favored by TL&N- it is neither unconditional (unemployed people are 
obliged to take up an adequate job offer) nor universal (there is a means 
test in which recipients must show that they are sufficiently poor). 

On the one side, work conditionality has been usually justified upon 
the idea that society is a fair system of cooperation over time among 
free and equal citizens (Rawls, 1971), where the social product is divided 
only among those individuals who effectively contribute to its creation or 
at least are willing to do it. In this view workfare is a requirement of 
equity, as it would not be fair –i.e., it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fair 
reciprocity- to divide the pie with those who surf all day off Malibu. 

On the other hand, targeting –as opposed to universality- is justified 
on the scarcity of resources. Two different approaches can be 
distinguished. According to a conservative fiscal approach, the State 
simply cannot provide services and benefits to all, unless it imposes a 
confiscatory tax burden on the citizens. The progressive version of the 
“scarcity” argument holds that it is far for being clear why we should 
not focus the state intervention solely on the worst off. The idea is that 
there are some (good) efficiency reasons for targeting. These (work 
conditionality + targeting) are the two principles social democracy has 
traditionally defend to organize the ultimate safety net –whilst in other 
area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care has tended to favor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in the service. Whether this “social democratic 
turn” of PODEMOS matches or not with the preferences of its 
constituency is what we analyze in the next and last section. 

3.2. PODEMOS constituency’s preferences towards the basic income

On August 28 2014 the Circle of PODEMOS on Basic Income (PODEMOS 
Renta Básica) had its first online meeting through a Titanpad chat. The 
aims of PODEMOS Renta Básica are to elaborate proposals on the 



- 140 -

particular design of a UBI, its amount, its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the resources needed to its adoption, among others. To this end, 
PODEMOS Renta Básica and the “3E Circle” (Economy, Ecology, and 
Energy) decided to conduct a Statewide [Online] Survey on Basic Income. 
The survey consisted of 14 questions, it was launched online on 
November 10 and ended on December 15, and 7,804 individuals took 
part in it. The mai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1) A large majority considers fair (88%) and necessary (86%) 
to implement a basic income in Spain, of an amount of €600-700 
(44%), and which would substitute just the other social transfers 
that do not exceed or fall below the amount of the UBI.

(2) If a UBI would be implemented, a large majority would 
remain working full-time (54%) and in case they have no job, 
would remain seeking for a full-time job (16%).

(3) A majority thinks believes the main obstacle to the 
implementation of a UBI is not economical (53% thinks there are 
enough economic resources to fund it), but political (58%).  

From these results we could be tempted to conclude that a large 
majority of PODEMOS Party members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a 
UBI. According to this straight forward reading of the above results if 
the UBI have been move away from the TL&N economic program it is 
because (1) the party leaders really think they have a chance to win the 
general elections Nov-Dec 2015, and (2) they really believe that to win 
the elections the support of your “natural” (far-left) constituency is not 
enough but you need to attract votes from the moderate left (those 
self-placed in 4, 5, or even 6). In this view, PODEMOS is not a 
quasi-assambleary party which relies on its members for the 
policy-making process. If PODEMOS were serious about “relying on the 
citizenship” non-written clause for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n we 
have reasons (results) to think that the UBI proposal should remain part 
of the economic agenda of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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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survey could be biased so that the sample obtained was 
not representative of the members of PODEMOS (selection bias). The 
selection bias here takes the form of a sampling bias due to a 
non-random sample of the population surveyed because (1) most of the 
people that make up the Circle of PODEMOS on Basic Income support 
the UBI → (2) PODEMOS Renta Básica launches a survey on the UBI → 
the people that take part in the survey is representative of PODEMOS 
Renta Básica (whose members are in favor of the UBI), but not 
(necessarily) of the members of the party. The findings (the people from 
the Circle on Basic Income support the basic income) were fully 
predictable, and no survey was needed to report the obvious.

Without denying that there is some force in this objection, we may be 
allowed to observe that: (1) the Twitter account of PODEMOS Renta 
Básica has 1,186 followers and (2) the Facebook has 3,594 likes.26) The 
sample of the survey was almost 8,000 (7,804).27) Even if most of the 
people from PODEMOS Renta Básica took part in the survey it seems 
that the Circle launched an effective outreach campaign and that many 
people from outside PODEMOS Renta Básica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other possible objection to the findings of the survey is not that it 
contains any bias but that it is superfluous because it is well known that 
the members of PODEMOS (i.e. left-winged people) tend to favor 
redistribution. Yet two cautionary observations seem appropriate. First, 
the survey launched by the Circle on Basic Income is not about any 
kind of redistribution, but about a rather special type of redistributive 
scheme like the UBI. Unlike the targeted policies, the universality that 
characterizes the basic income turns people who favor redistribution 
against the basic income (“Why pay Warren Buffett?”). Second, the 
survey does not include any question that allows us to identify the 

26) https://twitter.com/PodemosRentaBU; https://www.facebook.com/PodemosRentaBasica. Last 
time checked 09/04/2015.

27) 
https://docs.google.com/forms/d/1z9fecHbnb0iOZqEZ8P-SnZckZKDUTrtseFm0At
r_udc/viewanalytics?usp=form_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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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demographic profile (employment situation, income level, political 
self-placement, etc.) of respondents so it is hard to know if they are 
representative of the members of PODEMOS. This poses a problem when 
it comes to extract any conclusion from the survey. Giving no survey 
has been conducted that allows us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support for the UBI we use some 
proxies to measure the expected average PODEMOS member’s support 
for the UBI. The choice of the proxies responds to the following two 
facts:  

(1)Almost 50% of the voters of PODEMOS self-placed in 3 (28.43%) 
and 4 (18.17%).

(2)The UBI is a redistribution scheme to increase the size of the 
Welfare State at the expense of increasing the size of taxes.

Thus, we compare the results of the survey with opinions about 
redistribution and fiscal policy expressed by the Spanish voters who 
self-placed politically in the center-left (3-4), according to a survey on 
“Public Opinion and Fiscal Policy” conducted by the Centre for 
Sociological Research of Spain (CIS, 2014b). 

A well-known result in the literature on welfare politics is that 
left-winged people tend to be more favorable to redistributive policies 
(those that make the worst off better off and thus gradually reduce the 
inequalities), even if it implies an increase in the tax burden. Does it 
give us any clue about a possible increase in the size of the Welfare 
State in Spain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a basic income? 
Figure 4 shows the support to increase the size of the Welfare State in 
Spain by ideological self-placement.

The Centre for Sociological Research estimates individual preferences 
for welfare vs. taxes through a question in which the surveyed must 

self-placed in a scale from 0 to 10, where 10 means “Improving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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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even if it implies paying more taxes”, and 10 “Paying lower 
taxes even if it implies reducing public services”. 

Figure 4. Preferences for the size of the Welfare State and taxes by ideological self-placement

For the total of the sample 32.2% reveals no preference in any sense, 
36.3% prefers improving public services and taxes, and only a 21% 
prefers lower taxes and reducing public services. The intermediate 
position 5 –which indicates no preference for either pole- is so extended 
that it is dominant throughout the entire ideological spectrum. But apart 
from this “mainstream” intermediate preference, what the figure shows is 
that differences between those self-placed left and right in the political 
spectrum are not very significant. As one would expect, left-winged 
people reveals a more or less clear preference for increasing the size of 
the Welfare State, but the differences in the percentages are not as big 
as one would predict: as it is shown in the chart, 21.7% of those who 
self-placed in 9 –extreme or far right- reveal a surprisingly intense 
preference for improving public services, even if it means paying more 
taxes. In Spain there is no a big gulf between left-wing and right-wing 
individuals around the size of the Welfare State: in Spain the 
intermediate position is so “mainstream” that it is the do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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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the ideological spectrum, and in general both left-wing and 
right-wing people tend to favor improving public services.

Whatever the reasons for this “anomaly” (Fernández-Albertos and 
Manzano, 2012), it seems to be an inconsistency between the large 
majority of members of PODEMOS that favor the implementation of a UBI 
scheme, and preferences towards the size of government and taxes 
expressed by moderate left-wing groups:

(a) On the one hand, most of the UBI models imply a fiscal 
reform. In other words: most of the UBI models imply large income 
redistribution from high income to low income families. A recent 
microsimulation for Spain by Arcarons et al. (2014) implies a 
redistribution of approximately €35 billion from the richer 30% to 
the poorer 70%.

(b)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e dysfunctional 
working of the Welfare State, Spanish people show a moderate 
support to the idea of increasing the size of the government (the 
dominant preference throughout the political spectrum is 5, which 
means something like “leave things as they are”). How to explain 
then the large support for the UBI among the members of 
PODEMOS giving that it would imply (1) a fiscal reform aimed at 
raising tax revenues, and (2) large income redistribution from high 
income to low income families?

Despite 91% of the respondents of the survey said they “knew already 
what a basic income is”, the most plausible explanation for the massive 
support is that people probably had quite different notions of basic 
income in mind. In other words: not all respondents understood the 
same thing by the notion “basic income”. As it is shown in the question 
(4) of the Annex, only a 26%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a UBI “should 
be paid to all the entire population (citizens and legal immigrants)”. A 
majority (almost 60%) felt that it should be paid only to those with no 
income at all (29%), or to those who “having an income fall below the 
poverty threshold” (29%). Thus, almost 60% of the respondents back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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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that is not a basic income, but an income for the poor 
families. That is, a minimum guaranteed income, the income support 
policy introduced in substitution for the basic income in the economic 
draft program by TL&N.

4. Conclusions   

(1) Despite the leaders of PODEMOS often claimed that the left-right 
cleavage is passé and some analysts have viewed it as one of the few 
examples of the “party movement” concept originally developed by 
Kitschelt, the paper shows that PODEMOS is closer to a catch-all party 
but in the left of the political spectrum than to a party movement.

(2) The paper tries to check that hypothesis by analyzing the evolution 
of the UBI proposal in the programmatic documents of PODEMOS.

(3) The paper analyzes an online survey launched by the Circle of 
PODEMOS on basic income which results show a strong a priori support 
for the UBI among the members of the party.

(4) A detailed analysis of the answers show that actually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not in favor of a basic income –universal and 
unconditional-, but in favor of a minimum guaranteed income for those 
with no or low incomes.

(5) So when PODEMOS abandoned the UBI proposal in favor of a 
guaranteed minimum income policy in the TL&N economic draft 
program, PODEMOS was not moving away from the preferences of their 
members –as one could think at first sight-, but quite the cont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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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Online survey on basic income launched by the Circle of 
PODEMOS on Basic Income; N: 7.804 (selection of the most relevant 
questions)  

Question1. Do you think it would be fair to establish a basic income in 
Spain?

Question 2. Did you already know what a basic incom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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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basic income 
in Spain?

Question 4. What groups of the population do you consider should get 
a basic income?

Question 7. What minimum amount do you consider necessary today in 
order to live a decent i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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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8. What would you do with regards to your job activity if a 
basic income would be implemented?

Question 9. What would you do with regards to your country of 
residence if a basic income would be implemented in Spain?

Question 11. Do you think people under 18 should also get a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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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2. Should a UBI replace the other social benefits currently 
paid by the State?

Question 13. Do you there are enough economic resources to fund a 
basic income [in Spain]? 

Question 14. What do you think is currently the main obstacle for the 
implementation of a U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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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득 정치운동의 가능성 – 유럽과 한국의 비교

금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 들어가며 - 정치적 아젠더로서의 기본소득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 액수가 크든 적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나미비아나 인도에서의 소규모 실험을 예외로 한다면 
국가재정이나 공유경제에 기반을 두지 않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기본소득 운동은 국가 또는 국가적 정치를 결코 우회할 수 없다. 

물론 이는 기본소득 운동이 정당운동이나 정치운동의 전유물이라는 뜻은 아니
다. 기본소득은 대중저항의 요구일 수 있고 사회운동의 강령이 될 수 있다. 또한 
세계적 현황을 살펴볼 때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형태의 기본소득 운동은 대중의 
풀뿌리운동이다. 하지만 그러한 운동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요
구 사항으로 삼는다. 대개의 풀뿌리 기본소득 운동은 독일에서 2009년 수잔네 
비스트(S. Wiest)가 시도했던 기본소득 청원이나 2012년부터 유럽기본소득운동
이 시도한 청원처럼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제한적으로 허락된 직접민주주의 형식
을 이용한다. 대의제와 병행하여 직접민주주의적 국민발의와 국민투표가 허용된 
스위스에서는 이와 같은 풀뿌리 운동이 기본소득 도입을 명시하는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 발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운동들은 비록 정당이나 전통적인 정
치조직의 틀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정치적 아젠더를 제기하고 국가제도의 변화
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결국 조직형태가 어떠하든지 기본소득 운동은 정치적 운
동일 수밖에 없다.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요구로서 기본소득 운동이 강력하게 대두하면 할수록 정
당운동 역시 여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지속적인 경제위기는 정당
운동이 위기의 해법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다. 신자유주
의 시대에 접어들어 완전고용사회는 무너졌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해 왔다.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불안정노동 비중이 증대하였다. 빈곤층의 소비는 늘어났지
만 노동소득으로 뒷받침된 것이 아니라 부채를 통해 부양되었을 뿐이다. 노동소
득으로 뒷받침되는 유효수요의 부족, 가계부채 증가, 자산거품 붕괴, 은행위기, 
공적 자금 투여, 재정위기의 순서로 이어지는 위기 싸이클로부터의 출구를 진지
하게 모색한다면 분명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긴축정책 대신에 보편적 기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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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정당정치에서 이와 같은 선택
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다. 학파를 떠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
한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정파를 떠나서 많은 정당들이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
로 삼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기본소득에는 국가 개념의 변화, 민주주의 
개념의 확장, 노동사회의 재구성 등 전통적인 정당정치가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
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성 정당들은 신자유주의 질서의 일부이거나, 과거 방식의 완전고용사회의 노
동 개념에 붙들려 있거나, 또는 과거 방식의 복지국가의 재현 가능성에 매여 있
다. 거꾸로 어떤 정당이 처음에는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그 후 기본소
득을 주요 정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그것은 그 정당의 성격이나 유형의 변
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을 주요 강령으로 하는 정당의 성격과 유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발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 따져 보기로 한다. 

먼저 짚어 보아야 할 점은 기본소득 도입이 정치적 아젠더로 등장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이다. 이 맥락에 따라 기본소득 정치운동은 매우 상이한 방
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발표문은 1) 유럽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며, 2) 가능한 한에서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어서 3) 정당의 내부 정치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는 이유는 기본소득 논
의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정당정치 내부에 대한 영향력도 가장 크기 
때문인데, 물론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간략한 맺는말로 대신한
다.

2.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사회적 맥락과 계기 – 유럽의 경우

유럽에서 기본소득이 활발히 논의된 두 번의 계기가 있다. 첫 계기는 현대적 
기본소득 운동의 맹아기에 해당되는 70-80년대로서 기본소득은 좋은 삶에 대한 
개별적 시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국가사회주의의 전체성이나 사회복지
국가의 후견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기본소득 논의는 당
시에 이미 노동시간단축이나 생태적 전환의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녹색당과 생태주의 운동의 기본소득 논의는 이 시대로부터 이어지는 긴 전통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맥락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계기이다. 두 번째 계
기는 신자유주의 위기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표출된 신자유주의 위기는 
기본소득 논의를 다시 대중적으로 점화시킨다. 두 번째 시기에서 기본소득은 신
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사회문제의 맥락에서 해법으로서 논의되고 정치운동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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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었다. 즉 불안정노동의 확산, 일자리 부족, 소득불균형 등 신자유주의가 
생산한 사회적 문제들은 현재 기본소득 논의의 중요한 맥락이다. 또한 50-60년
대에 성립한 사회복지국가는 80년대와 90년대의 긴 침식과정을 거쳐 형해화 되
었고 안정적인 정규고용의 확대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신자유주의의 복지체계는 노동연계복지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는 전통적 복지체계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기본소득 논의의 중요한 배경을 
이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본소득 논의가 대중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유럽의 
모든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맥락이다. 그럼에도 유럽의 기본소득 논의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일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1) 노르딕 유형 – 복지국가의 위기와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북유럽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접근권을 허락하는 보편주의를 특징으로 한
다. 특히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보편 복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사회
적 힘은 50%를 넘는 높은 수준의 노조조직률 – 핀란드 69,9%, 스웨덴 68,3%, 
노르웨이 54,8% - 과 대다수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평등주의적 이상이다. 
하지만 북유럽에서도 불안정노동이 증대하고 일자리는 부족해졌고 노동연계복지
의 강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은 더 이상 일자리를 통한 소득 및 소
비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힘든 신자유주의적 현실에서 대안으로서 각광받기 시작
한다. 얀나 아스케란트(Anja Askeland)의 발표문28)은 이와 같은 맥락에 대한 간
략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좀 더 살펴볼 점은 노르딕 국가들 중에서 왜 핀란드의 경우에는 중앙당, 좌파
연합,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기본소득을 
찬성하는가라는 점이다. 지난 4월 19일에 있었던 총선 이후 핀란드는 노르딕 국
가들 중에서 기본소득 실시에 가장 접근해 있다. 그 이외에 핀란드에는 2005년
과 2006년에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기본소득 요구운동이 등장하는 등 사회운동으
로서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2007년 녹색당, 2011년 좌파연합이 각각 구체적
인 기본소득 재정모형을 제출하였고,29) 현재 중앙당은 기본소득 시범실시를 연
정조건으로 삼고 있다. 분명 현재의 핀란드 정치상황은 2001년경에 녹색당이 집
권연정의 일원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했던 이후 최대의 정치적 실현 계기

28) Anja Askeland, “Universal Basic Income in the Nordic countri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asic Income 2015 Seoul

29) 두 당의 기본소득 재정모형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서는 권정임, “북구복지체계의 위기와 
핀란드의 기본소득운동”,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박종철출판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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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 온 얀 오토 안더쏜(Jan 
Otto Andersson)은 정치 아젠더로서 기본소득이 핀란드에서 중심 의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핀란드의 실업률이 다른 노르딕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반면에 기초보장 수준은 낮다는 점에서 찾는다.30) 

노르딕 국가들에서 기본소득 정치운동은 노르딕 모델의 보편주의를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불안정노동의 확대라는 새로운 문제에 응답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
다. 이는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정책의 수준에서 기존 정당운동의 영역 안으로 진
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란드의 경우 이러한 진행은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다. 기존 정당체제의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주로 해적당과 같은 항의
정당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기본소득 정치운동에서도 앞으로 
핀란드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2) 독일 유형 – 낡은 정당체제와 신자유주의 정치지형의 괴리

독일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된 배경으로서 하르츠 IV를 빼 놓을 수 없다. 
슈뢰더가 이끈 적록연정의 4단계 노동개혁정책은 독일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인 
노동연계복지로 개편하고 현금부조의 낙인효과와 노동강제성을 높였다. 하르츠 
IV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세계에서 현금부조의 대가로 심사와 무의미한 일을 
강요하는 제도였고, 이 제도에 대한 대중적 반감으로 일체의 심사나 노동 강제가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올라갔다. 또한 하르츠 IV 개혁 이후로 미
니잡을 비롯한 시간제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되었고 비록 실업률은 줄었으나 근
로빈곤층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노동과 소득의 연계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 관념을 상대화 하고 기본소득 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실제로 스웨
덴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루터교회의 
노동찬미와는 달리 독일 루터교회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우호적이다. 지난 4월 8
일 독일 개신교 대회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많은 행사들로 채워졌다.31)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따르
자면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독일에서 기본소득
이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당체제와 기본소득 논의의 괴리에서 찾아
야 한다. 독일은 유럽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 나라들 중의 하나이며 여러 
30) J. O. Andersson/O. Kangas, “Popular Support for Vasic Income in Sweden 

and Finland”,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9th Congress Geneva, Sep. 
12-14th.

31)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시물: 
https://www.grundeinkommen.de/08/04/2015/grundeinkommen-auf-dem-evangelis

chen-kirchenta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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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재정모형이 제출되어 있다.32) 문제는 수많은 재정모형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이
해관계의 문제이며 결국 정치의 문제이다. 문제는 오히려 그 중에서 어떤 하나도 
정당의 기본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정당체제는 68운동 이후 등장한 녹색당과 통독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
에 대한 정치적 반응으로서 좌파 사회민주주의자와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정치
연합이 단일정당으로 발전한 좌파당이라는 새로운 구성요소를 첨가하기는 했지
만, 기민당과 사민당의 거대 양당으로 구분되는 전후 50년대와 60년대에 형성된 
정당체제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구조는 산업노동과 자본 간의 
경쟁 및 협력 구조이다. 물론 독일의 거대 정당인 기민당과 사민당은 모두 자본
이나 노동을 대표하는 계급정당이 아니라 포괄정당이다. 두 당은 포괄정당으로서 
중위투표자의 이해관계와 선호도에 반응하며 그와 같은 반응의 결과가 집권 여
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포괄정당으로서의 성격은 산업노동과 산업자본
주의에 근거한 과거의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의 이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전
통적 골간지지층의 낡은 사회상에 의거하면서도 포괄정당으로서 양당의 경쟁은 
신자유주의 정당으로서의 수렴현상을 만들어낸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에 있어서 
기민당과 사민당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개
혁은 사민당 슈뢰더 정부의 작품이기도 했다.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대연
정을 구성하고 있는 두 당은 긴축정당으로서 큰 차이가 없다. 

신자유주의 위기 시대의 정치지형에 맞게 정당체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스페
인의 포데모스가 보여주듯이 현재의 대연정 참여정당을 신자유주의 정치카스트 
세력으로 묶고, 그 반대 진영에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전환정치 세력을 형성함
으로써 대당관계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현존하는 정당체제의 내부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은 좌파당과 녹색당인데, 두 당은 각각 고유한 한계
로 그러한 전환을 수행하지 못했다. 녹색당의 경우, 이 당의 지지자 중에서 스스
로를 기민당과 사민당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여기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과거의 녹색당 지지자들은 자신이 두 당 중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
했었다. 제3세력이 아니라 중간세력으로 이해될 때 녹색당은 그저 과거의 자민당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뿐이다. 좌파당의 경우, 이 당의 주요 정치가들의 일부는 
여전히 자신을 좌파 사민주의자나 보다 근본적인 노동운동정당으로 이해할 뿐이
라는 점이다. 

물론 좌파당은 2011년 강령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모든 제재와 징벌성의 폐
지를 명확히 하며, 노동연계성과 선별성의 폐지를 목표로 삼고, 앞으로 전면적인 
32) 독일에서 제출된 상이한 재정모형에 관해서는 곽노완, “독일 rlqhsthemrdnshed과 전

망”,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박종철출판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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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점에서 독일 정당
들 중에서는 좌파당이 기본소득에 대하여 가장 많이 나아간 강령을 채택하고 있
다. 이 점은 좌파당이 기본소득에 관한 당내 논의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게끔 
만든다. 당대표인 카티야 키핑(Katja Kipping)이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의 발기인
이며, 당내에서는 회원조직의 형태인 기본소득그룹 - 
Bundesarbeitsgemeinschaft (BAG) Grundeinkommen in und bei der Partei 
DIE LINKE – 이 활동 중이다. 당내 분파 중에서는 당대표 키핑, 부대표 카렌 
라이(Karen Lay), 브레멘 시의원 크리스토퍼 스페어(Christoph Spehr) 등이 속
해 있는 해방좌파(emanzipatorische Linke)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지난 6월 9
일에 열린 좌파당의 빌레펠트 당대회에서는 기본소득이 주요 어젠더로 논의되었
다. 좌파당 공동대표 카티아 키핑과 베른트 리싱어(Bernd Riexinger), 기본소득
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오스트리아공산당(KPÖ)의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하
는 토론회가 열렸고 기본소득그룹은 이를 더 진전된 논의를 위한 발전으로 평가
한다.33)

좌파당의 기본소득 논의의 특징은 지급액수와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
적 정치적 참여에 충분한 액수라는 규정, 즉 충분성 규정을 고수하는 점이 첫 번
째 특징이며, 두 번째 특징은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등 다른 정책과의 연동성
에 대한 강조이다. 두 번째 특징은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의 로날드 블라슈케
(Ronald Blaschke)나 (attac)이 제기했던 관점이기도 하다.34) 독일
에서 좌파당 중심의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기본소득 운동이 불안
정노동체제로 급격히 전환한 독일의 신자유주의 노동사회를 넘어서기 위한 기획
이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금속노조는 여전히 기본소득 논의에 무관
심하지만 서비스노조(ver.di)의 경우 오는 9월의 총회 3개 지역본부가 기본소득
정책안을 제출하려고 준비 중일 정도로 확대된 논의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노동소득이 하락하면 할수록 기본소득과 노동시간단축의 연동
모델의 설득력과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노조운동도 기본소득에 더 많은 관
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33) http://www.die-linke-bag-grundeinkommen.de/WordPress/
34) Ronald Blaschke, Weniger Arbeiten!, In: R. Blaschke/J. Leibiger, 

Arbeitszeitverkürzung – Begründungen, Probleme, Lösungsansätze, 
Rosa-Luxemburg-Stiftung Sachsen, Leipzig 2004; Ronald Blaschke, 
Bdingungsloses Grundeinkommen(BGE), Midestlohn, Arbeitszeitverkürzung, Dresden 
2006, PDF 파일 http://www.archiv-grundeinkommen.de/blaschke/bge-ml-azv.pdf; 
Stephan Krull(Hrsg.), Schritte aus der Krise : Arbeitszeitverkürzung, Mindestlohn, 
Grundeinkommen - drei Projekte, die der Attac/AG ArbeitFairTeilen 
zusammengehören; Reader, Hamburg 2009 (VSA 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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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페인 유형 – 반금융 반긴축 기본소득 운동정당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21세기 들어와서 일어난 정치지형 변화 중에서 가장 상
징적인 변화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유로존과 트로이카의 긴축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포데모스는 그리스의 시리자와 동일한 입장이지만 운동의 성립과 전개 
양상에서 시리자와 포데모스는 다르다. 시리자는 80년대와 9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그리스 좌파의 오랜 진화과정의 총결산이라면, 포데모스는 5.15운동의 정당정
치로의 전환이라는 점, 이와 같은 운동정당으로서의 대두 과정이나 정치 형태에 
나타나는 매우 특징적인 좌파 포퓰리즘 등에서 시리자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치운동이다.35) 급진좌파의 집권이라는 점에서 시리자가 21세기 유럽 정치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면, 포데모스는 운동정당의 형태로부터 출발하여 
집권가능한 강력한 좌파정당을 형성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본소득은 포데모스가 창당하자마자 치러야 했던 유럽의회 선거의 주요 공약
이었지만 로페즈(J. T. Lopez)와 나바로(V. Navarro)가 기초한 연말 총선 공약
에서는 빠졌다. 물론 포데모스 기본소득써클(Podemos Renta Basica)은 지난 5
월부터 총선 공약에 기본소득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당원 서명을 받고 있어
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열려 있는 상태이다. 기본소득써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37,000명의 당원 서명을 6월 말까지 받아야만 한다.36) 

보르하 바라게(Borja Barragué)의 발표문은 포데모스가 초기 단계에는 운동정
당으로 출발했으나 스페인 중위투표자의 좌파성향으로 인하여 더욱 왼쪽에 포진
한 좌파 포괄정당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며 이와 같은 포지셔닝 변화를 
분석 틀로 삼아 포데모스 내부에서 기본소득 의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논한
다.37) 이 논점은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정당유형에 대한 유의미한 실마리를 제공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돌아보도록 하자.

스페인 유형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운동이지만 
이탈리아의 오성운동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릴로(Beppe Grillo)가 시작한 오성
운동의 주요 요구도 유로탈퇴, 반긴축, 금융사회화, 기본소득이었다. 비록 금융문
제와 유로존 문제에 무감각했지만 기본소득은 해적당과 같은 항의정당의 오랜 
주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당들이 모두 같은 성격의 정당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35) 포데모스에 대한 개괄적인 글로서 금민, “우리는 할 수 있다! 포데모스는 할 수 있을
까?”, 월간 『좌파』 2015년 5월호, 53쪽 이하.

36)
https://www.grundeinkommen.de/13/05/2015/podemos-arbeitskreis-will-grundei
nkommen-retten.html

37) Borja Barragué, “포데모스의 의제에 포함된 기본소득: 정치적 재정적 실향가능성의 
문제?”, 월간 『좌파』 2015년 5월호, 7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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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기본소득은 적어도 인구의 1/4에게는 노동소득으로 소비를 지탱하는 것
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시대에 언제든지 항의운동의 보편적 요구가 될 수 있으
며 이로부터 강력한 신생 운동정당도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기성 정당체제 밖에서 등장하는 신생 정당운동은 포퓰리즘을 동반한다. 또한 포
퓰리즘이라는 정치형태는 그 자체로 좌와 우의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는다. 단지 
포퓰리즘 정치를 좌파가 수행한다면 그것은 좌파 포퓰리즘일 뿐이다.

4) 그리스에서도 기본소득 정치운동은 가능한가?

그리스처럼 유로존에 잔류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국가에서도 기본소
득 정치운동은 가능할까? 최소보장소득이라면 모를까 전면적 기본소득은 시리자 
선거강령에 등장한 적이 없다. 그렉시트 또는 채무탕감을 걸고 트로이카와 힘겨
루기를 하는 현재 국면에서는 최소보장소득조차 시리자의 현안 과제이기 어렵다. 
기본소득은 탈퇴든 잔류든 그리스의 미래와 관련된 중기적 안정성이 확보된 이
후에나 의제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3. 기본소득운동과 정당 유형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받는다. 그것은 보편적 의제이다. 물론 기본소
득 도입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자산소득자들을 제외하더라도 
선별적 현금부조와는 달리 기본소득은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넓은 수혜층을 가진
다. 정당의 기본 정책으로 기본소득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넓은 수혜층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정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서 기본소득
을 받아들이는 정당은 키르히하이머(O. Krichheimer)가 말하는 포괄정당
(Catch-All-Party)의 특성을 보인다. 

키르히하이머 포괄정당론의 핵심은 주요 정당들이 중위 투표자를 유인하기 위
한 경쟁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전통적인 고정적 지지기반을 버린다는 것은 아니
다. 포괄정당은 전통적인 지지자와 새로운 지지자 양쪽으로부터 모두 지지를 받
아야 한다. 전통적인 노동자운동에 기반을 둔 정당의 경우에 노조로부터 계속 지
지를 받으면서도 중산층 지지를 끌어낼 정책이 채택될 것이다. 전통적인 노조가 
기본소득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설령 중산층의 지지가 있더라도 정
책 채택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점은 사회민주당의 기본소득 지지가 유독 낮
은 이유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불안정노동자 층은 선거
불참자로 머물 가능성이 높고 전통적 노조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사회민
주당의 처지에서는 노조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으면서 중산층의 지지를 유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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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책들을 우선시 할 것이다. 비슷한 일은 좌파당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불안정노동자의 정치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기본소득이 주요 의제

로 떠오른 경우 급진좌파정당은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할 것이다. 그 다
음의 문제는 전통적인 노조운동과 프레카리아트 운동의 요구를 하나의 틀 속에
서 재구성할 수 있는가이다. 관건은 기본소득을 신자유주의의 불안정노동체제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중단시킬 전체적인 노동사화 재구성 기획의 주요한 부
분으로 배치할 수 있는가이다. 그럴 경우에만 프레카리아트 운동과 전통적 노조
운동은 하나의 정치계급으로 통일될 수 있다. 급진좌파정당은 노동사회 재구성 
의제로서 기본소득을 제시하며 전통적 노조운동에 대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 기
본소득은 특수성들을 종횡으로 엮는 보편적 요구가 될 수 있다.

충분히 정치적 쟁점이 된 경우에 기본소득이 불안정노동자부터 중산층의 지지
까지 끌어낼 수 있는 포괄정당적 요구인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
에 대한 전통적 노조운동의 태도가 바뀐다면 기본소득 정치운동은 포괄정당의 
형태로 집권 가능한 상태에 도달한다. 그런데 집권 또는 헤게모니란 단지 모두에
게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지지받으면서 이편과 저편을 나누는 진영
화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 전선의 설정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기본소득에 관
한 것이라면 전선은 당연히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로 형성될 것이다. 기본소
득은 결국 자산소득 상층으로부터 중산층을 포함한 아래로의 이전을 뜻하고 이 
점에서 기본소득은 분명 전선 형성적 계기를 가진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도입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분배를 뜻하지만 정작 기본소득
의 호소력은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분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호소력은 오히
려 보편성의 차원에 있으며 기본소득이란 부자를 포함하여 모두의 권리라는 점
에서 나온다. 이 점에서 좌우의 정치진영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둘러싸고 전선을 
형성하게 된다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좌파는 도입에 반대하는 우파보다 
더 많은 보편적 호소력을 가지게 된다. 

4. 맺는말 –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가능성

불안정노동자의 확대와 노동소득의 하락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은 유럽과 
그다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유럽
에서 기본소득 정치운동을 태동시킨 몇 가지 맥락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선별적 현금부조와 노동연계복지, 낙인효과 등이 기본소득 논의의 촉발제가 된 
독일과 비교할 때 기초생활수급권 당사자 운동의 등장은 미미하고 그러한 운동
이 조속한 시일 안에 기본소득 요구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복지체계는 노르딕 모델의 보편복지체계와 비교할 수 없다. 한국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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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및 국민부담률은 OECD 최하위에 속한다. 종래의 복지모델로부터의 진화이든, 
격렬한 저항이든, 기본소득운동이 현존하는 복지체계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등장
할 맥락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보편복지의 확대
의 일환으로 이해되게 만들며, 이는 주요 정당들이 기본소득 논의를 의료, 교육 
등에서의 보편복지 확립 이후의 문제로 미루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기본소득은 
오직 보육이나 노후의 영역에서의 보편적 현금복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선별부
조로 할 것인가의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논의된다. 

이러한 상태는 기본소득이 보편복지 정책의 매우 부분적인 일부로서만 논의되
도록 하고 정당 및 정치세력의 정책적 지평을 협소하게 만든다. 한국에서 기본소
득 정치운동이 가능하려면 그것은 먼저 노동의제로서 제출될 필요가 있다. 기본
소득을 불안정,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의 해소와 연대적 노동사회로의 이행 수
단으로 바라보고, 이와 같은 노동사회 재구성 기획을 통하여 저임금과 소득불안
정에 시달리는 프레카리아트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정규직 노동자를 하나의 
정치계급으로 묶으려고 시도할 때 기본소득 정치운동은 비로소 성공가능성을 확
보할 수 있다. 노동의제로서의 기본소득이 당장의 현안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정치운동화를 추진할 계기라면, 긴 안목에서는 생태적 전환의 관점에서의 기본소
득론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운동은 노동
시간단축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서 종횡으로 만나게 된다. 

기본소득 정치운동은 이와 같은 기획에 입각하여 하나의 강력한 운동정당이 
출현하고 대중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유효한 지지를 얻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
이다. 그러한 정치상황에서는 포괄정당의 논리에 따라 다른 주요 정당들도 싫건 
좋건 기본소득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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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Movements for the 
Basic Income Guarantee: A Comparison between 

Europe and Korea

Min Geum (Basic Income Korean Network)

The basic income guarantee movement cannot detour the state or state 
politics since this guarantee requires its ground on the national finance and 
common  economy. While the movement’s current mode of prominence takes 
the form of grassroots moves in many countries, the aim of these social 
movements is to make their governments introduce the basic income 
guarantee on the national level. It will not be possible for political parties to 
avoid responding to these moves empowered from below, which will gain 
more strength along as the economic and social crisis deepen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major parties to accept the basic income guarantee as their 
agenda since this will involve allowance of drastic changes in their concept 
of state, idea of democracy, and model of labour society, contradicting their 
foundations. 

In this paper, I will first outline the ways that the basic income guarantee 
movements become visible as a national political agenda. This will be done 
by looking into the histories of the rise of this movement in the countries 
of Europe, where it has gained some strong voices in political parties. Then, 
I will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a political party that will be able to 
motivate the basic income guarantee movement as a political force. I will 
briefly suggest as a conclusion the possibility of the Korean basic income 
guarantee movement as a political movement to form a ‘Catch-All-Party’ on 
the radical left ground to restructure the nation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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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 attempt to provide a possible typology of the European cases. They 
are: 

1) The Nordic type where the basic income guarantee agenda is 
widely accepted among the parties as the extension of universalism of the 
nordic welfare state idea in the need of an alternative scheme to the failure 
of this idea. 

2) The German type where the discrepancy is great between the 
traditional party systems where governing parties keep the social model of 
labour-welfare link and the changed socio-political topology under 
neo-liberalism according which reality the basic income guarantee agenda is 
widely acknowledged in the civil society.

3) The Spanish (and Italian) type where the new populist party, 
Podemos, has formed itself as an anti-financial capital, anti-austerity, basic 
income guarantee movement party in its rise on the national political scene.

4) The Greek case where its demand has been repressed in spite of 
the empowerment of Syriza in facing the state financial crisis geared by the 
international forces and considering the possible exit from the eurozone. 

The basic income guarantee, unlike the cash aid for the selected, 
encompasses the middle class as its beneficiaries. Thus, the political parties 
that accept this guarantee as its agenda will assume the form of 
‘Catch-All-Party’ according to O. Krichheimer’s definition. The point of the 
‘Catch-All-Party’ concept is that the major parties will compete for the 
mid level voters, while they do not discard the traditional base of support. 
In the current cases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ies in Europe, however, as 
the traditional labour unions are reluctant to approve the basic income 
guarantee, its acceptance as a party agenda is difficult in the preference of 
other policies to attract the mid level voters. The similar can happen in the 
parties of the left. As a contrast, the radical left parties of the countries 
where the politicization of the precariat labour has rapidly progressed have 
accepted the basic income guarantee as their key policy. For them, the 
question will be whether it is possible to restructure the demands of the 
traditional labour union movement and the precariat movement in one frame. 
The radical left party should provide the basic income guarantee as the very 
agenda to restructure the wage-based society and persuade the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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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union movement. If this succeeds, the basic income guarantee 
movement reaches the state of governable party in the form of 
‘Catch-All-Party’. The governability is obtained by the process of dividing 
the camps that are ours and theirs. It is not avoidable to set the front line 
between them and this will be set, in the case of the basic income 
guarantee agenda, by the issue who will pay the expense for this guarantee. 
This guarantee means the transfer of the wealth from the class with high 
income and asset to the lower classes inclusive of the middle class, and 
thus can provide a momentum to set the front line for the encampment of 
the left to govern. The appeal of the basic income guarantee, however, does 
not come from the belief in the more equitable distribution to the poor. It 
resides in its universalism that the basic income is the right of everybody 
even including the rich. Thus, the left, if forming the front line of the 
political competition by advocating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guarantee, will have a universal appeal against the right-wing parties which 
oppose its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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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청년과 기본소득
PartⅣ The Youth and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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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배당의 필요성: 성남시의 경우

강남훈(한신대학교), 유성민(경기대학교)

1. 머리말

오늘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서 삼포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가장 힘든 
세대이다. 삼포에 이어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오포세대라는 신조어까
지 등장하였다. 일본에서는 희망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만족을 느끼는 사토리
(悟り, 得道)세대까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또 겪어야 할 고통을 일일이 서술하기 힘들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기 힘들게 되어 간다. 그나마 조금 있는 일자리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상태이다.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 중앙정
부가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선별적이고 불충분하다. 

대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없고,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경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열악한 조건 하에서 근로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앞선 세대
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
는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자녀를 낳더라도 입시경쟁을 위하여 세계에서 가
장 비싼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배당의 필요
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청년배당(youth dividend)이란 일정한 연령대의 모든 청
년들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들에서 지급되는 보편적인 대학생수당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 수당대신 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청년배당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청년들이 토지, 환경 및 인적 물적 사회적 공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
익의 일정한 부분을 배당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의미
가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청년배당의 필요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및 교육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
에서는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청년배당의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성남시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청년배당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38) 

2. 청년 일자리 및 교육 현황

가. 청년 일자리 현황

통계청(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취업자 2,609만 명 중에는 자영업자와 539만 명과 무급가족종사자 
100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자영업자의 80%를 영세자영업자로 본다면, 자영업자 
중에서는 영세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쳐서 531만 명이 불안정 노동자에 
속한다. 공식 실업자를 포함하는 사실상의 실업자는 310만 명이다. 근로자는 
1,872만 명인데, 김유선의 추정에 의하면 이 중에서 44.5%인 842만 명이다. 이
상을 합치면 불안정 노동자는 모두 1,683만 명이 되고, 경제활동인구의 64.5%가 
불안정 노동자에 속한다. 

성별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연령별로 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청년층과 노인층에서 높다. 청년층은 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세대일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도 가장 심각한 세대다. 성별로 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청년층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56. 성별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2014년 3월, 단위: %)

 자료: 김유선(2014).

38) 이 글은 저자들이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두 개의 연구 보고서를 재구성한 것이
다. 강남훈, 박형준, 이형신, 성남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2015. 류성민, 
이상동, 류일환,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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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각 연도 8월

표 4. 20대 청년층 일자리 특성  

다음의 표는 청년층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정규직
보다 높고, 2013년 현재 임금은 164만 원 정도이다.

2014년 12월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만 15-29세 청년층 실
업률은 9.0%로 2013년에 비해 1%포인트 증가하였다. 이것은 1999년 통계기준
이 바뀐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지난
해 전 연령대 실업률(3.5%)의 2.6배에 달한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 악화 현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2015년 1월 청년실업률은 9.2%로 다시 기록을 갱신하
였다. 

 2014. 1 2014. 12 증감 증감률 2015. 1 증감 증감률
< 전  체 

>
 15～29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891 

372 

56 

148 

169 

150 

133 

113 

122 

( 3.5)

( 8.7)

(16.7

)

( 9.9)

( 6.9)

( 2.6)

( 2.0)

( 2.0)

( 4.0)

886 

381 

38 

148 

195 

159 

149 

136 

62 

( 3.4)

( 9.0)

(13.5)

( 9.8)

( 8.0)

( 2.7)

( 2.2)

( 2.3)

( 1.8)

113 

26 

-6 

16 

16 

0 

30 

49 

7 

( 0.4p)

( 0.5p)

(-1.8p)

( 0.6p)

( 0.7p)

( 0.0p)

( 0.4p)

( 0.8p)

( 0.1p)

14.6 

7.2 

-12.8 

11.9 

8.7 

0.3 

25.3 

56.2 

13.7 

988 

395 

34 

182 

180 

167 

145 

154 

127 

( 3.8)

( 9.2)

(10.6)

(11.6)

( 7.4)

( 2.9)

( 2.2)

( 2.6)

( 4.0)

97 

23 

-23 

34 

11 

16 

12 

41 

5 

( 0.3p)

( 0.5p)

(-6.1p)

( 1.7p)

( 0.5p)

( 0.3p)

( 0.2p)

( 0.6p)

( 0.0p)

10.9 

6.1 

-40.3 

23.3 

6.5 

10.9 

8.9 

36.1 

4.1 

( )는 실업률

표 2.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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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사실상의 실업자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은 청년층에 대한 고용보조지
표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자수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15세 이상 인구 전체에 대하
여 사실상의 실업자(고용보조지표 3)는 공식실업자 + 쉬었음 + 취업준비자 수
와 거의 일치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청년층에 대한 사실상의 실업자를 추정하여 
보자. 통계청(2015) 조사에 의하면, 2015년 1월 현재 청년층 실업자 수는 39.5
만 명으로 실업률 9.2%이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35.8만 명이다. 취업준비자
는 15세 이상 전체에서 54.8만 명이었다. 청년층 취업준비자가 15세 이상 인구 
취업준비자의 50%라고 가정하면 청년층 취업준비자는 27.4만 명이 된다. 청년층 
사실상의 실업자를 청년층 실업자 + 청년층 쉬었음 + 청년층 취업준비자로 추
정하면 102.7만 명이 된다. 청년층에 대한 사실상의 실업률은 23.9%가 된다.39) 

첫 일자리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7개월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66만1천명(12.5%)으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하였고, 취업시험 준비분야는 
「일반직공무원」(28.0%), 「일반기업체」(25.5%),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
타」(21.4%) 순으로 높았다. 

2013. 5 2014. 5
․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남자 여자남자 여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체 > 3,918 1,709 2,210 3,895 100.0 1,693 100.0 2,202 100.0 
◦임금근로자 3,814 1,655 2,160 3,777 97.0 1,635 96.6 2,142 97.3 

 

계
약
여
부
별

계약기간 정함 957 417 540 879 22.6 369 21.8 510 23.2 
 1년 이하 829 368 461 761 19.5 331 19.6 430 19.5 
 1년 초과 128 49 79 119 3.0 38 2.2 81 3.7 

계약기간 정하지 않음 2,858 1,238 1,620 2,897 74.4 1,265 74.7 1,632 74.1 
 계속근무 가능 2,369 993 1,376 2,420 62.1 1,035 61.1 1,385 62.9 
 일시적 일자리 489 245 244 477 12.3 230 13.6 247 11.2 

형태
별

 전일제 3,364 1,430 1,934 3,305 84.9 1,421 83.9 1,884 85.6 
 시간제 450 225 226 471 12.1 214 12.6 258 11.7 

◦자영업자 48 25 24 64 1.6 26 1.5 38 1.7 
◦무급가족종사자 56 29 26 55 1.4 32 1.9 23 1.0 

표 3.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별 분포 (단위 : 천명,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39) 현대경제연구원도 청년층 사실상의 실업률이 20%를 넘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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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청년
은 761,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 취업자의 19.5%로,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열악한 처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비정
규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실업자가 될 공산이 
크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현실에서 어렵게 잡은 직장이 불
안하다는 것도 문제다. 청년들이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자포
자기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것도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나. 교육 현황

1) 등록금 부담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음은 OECD에서 발표한 자
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OECD 2014) 기준이 되는 연도는 2011년이다. 환
율은 구매력평가환율(PPP)을 기준으로 하였다.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국가 중 우리보다 등록금을 비싸게 받는 
나라는 3나라밖에 없다. 그러나 이 세 나라의 학생들은 대부분 국립대학에 다닌
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등록금은 우리나라가 8,466달러
로 미국의 8,930달러에 조금 못 미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7%가 사립대학에 
다니는데 미국은 70%가 공립대학에 다닌다. 그래서 중위값(50%의 학생이 내는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면 9,383달러로 미국의 5,402달러의 2배에 육박한다. 우
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니고 있다. 

재학생비율 평균연간등록금(미국 달러 PPP)

　
정부의
존형 
사립

독립
사립

공립
정부의존형 

사립
독립 사립

가중
평균

중위
값

　
모든 
학년

모든 
학년

모든 
학년

1
년

2학년 
이상

1학
년

2학
년 

이상
1 2학년 

이상
전학
년

전학
년

호주 96 0 4 3,924 6,099 0 0 10,110 9,635 5,723 5,555 
오스
트리
아

84 13 3 860 860 860 860 11,735 11,735 1,186 860 

한국 23 0 77 5,395 5,395 0 0 9,383 9,383 8,466 9,383 
미국 70 0 30 5,402 5,402 0 0 17,163 17,163 8,930 5,402 

표 4 일반대학 재학생 비율과 평균 연간 등록금 

자료: OECD(2014)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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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교육의 질

OECD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OECD 평균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의 1.4%인데 반해서 한국은 0.8%에 불과하다.(OECD, 2014) 평균에 비하
여 0.6%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는 GDP의 1%를 고등교육에 지출하겠다고 공약
하였다. 이 공약을 이행하면 고등교육 예산은 15조 원이 된다. 그러나 2015년 
고등교육 예산은 10조5천 억 원에 불과하였다. 공약에 비해서 4.5조 원이나 미
달하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전임교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려면 10만 명 정도의 전임교원
을 더 뽑아야 한다.40) 전임교원의 평균임금을 5,000만원으로 잡더라도 것은 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등록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마련하려면 1인당 등록금이 
약 200만원 더 올라야 한다. 

OECD에 의하면, 2011년 현재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평균 GDP의 1.4%인데 반해서 한국은 0.8%에 불과하다.(OECD, 2014) 우리나
라는 OECD 평균에 비하여 0.6% 낮은 수준이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5년 GDP를 1,500조원으로 예상할 때, 약 9조원이 된다. 대학생 수가 상대적
으로 많기 때문에 1인당 교육비는 더 낮은 수준이다. 다음의 표에 나와 있듯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미국의 절반에 못 미친다.

국가 고등교육비　국가 고등교육비

Australia 16,267.30 Netherlands 17,549.39

Austria 14,894.89 New Zealand 10,582.24
Canada 23,225.83 Norway 18,840.16

Denmark 21,253.83 Sweden 20,818.27

Finland 18,001.64 Switzerland 22,881.69
France 15,374.75 United Kingdom 14,222.91
Germany 16,722.83 United States 26,021.29

Japan 16,445.97 Korea 9,926.51

Ireland 16,095.1 OECD - Average 13,957.74
자료: OECD(2,014)

표 5 대학생 1인당 교육비 (단위: PPP 환율 미국 달러)

3) 불평등의 확대재생산

40)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2,624,053을 OECD 평균 14명으로 나누고 현재의 전임교원 
88,163명을 빼면 99,269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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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래서 모든 나라에서 교육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교육이 오히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이다. 극단적으로 한 줄로 서열화 된 대학 체제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
을 하지 못하고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돈이 많은 집안은 사교
육을 많이 받게 되고,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은 소위 일류대학에 진학한다. 
일류대학을 졸업하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된다. 

자료: 장수명, 한치록(2011)

표 6. 과외금지 세대와 과외 허용 세대의 계급이동성  

장수명과 한치록(장수명, 한치록, 2011)은 80년대 초 과외금지 조치라는 자연실
험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교육을 금지한 과외금지 정책이 계급이동을 
크게 제고시켰다. 과외금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학교 평준화의 영향만을 받는 세
대보다도 계급이동이 높다는 것은 과외금지가 계급이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과외허용 세대에서 계급이동의 감소가 감지됨으로써 과외금
지의 효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41) 

대학생활에서도 소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부자 학생들은 아르바이
트에 보내는 시간이 작다. 장래 취업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가난
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부자 학생들
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한다. 가난
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 장래 진로와 관계없이 무엇이든 주어지는 일
을 한다. 부자 학생들은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의 기회를 많이 가진다. 가난한 학
생들은 그럴 여유가 없다. 

41) 여기서 오즈비(odds ratio)라는 것은 대략 과외금지 세대들은 하층 출신이 하층으로 귀
착되는 비율(A)과 상층으로 귀착되는 비율(B) 사이의 비율(A/B)과 상층 출신이 하층으로 
귀착되는 비율(C)과 상층으로 귀착되는 비율(D) 사이의 비율(D/C)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A/B÷D/C)를 판단하는 지수이다. 오즈비가 1에 가까울수록 차이가 없고, 계급이동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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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

성남 청년들의 학업, 취업 준비 및 취업 현황 그리고 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관
련된 사항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덧붙여 청년 지원정책이 실시될 경우 사
회경제, 문화적 생활의 변화 의향을 묻고 정책의 효과성을 추정하였다. 2014년 
12월 11일 ∼ 12월 24일(약 2주)에 걸쳐 성남시에 거주하는 19세~30세의 청년
들 43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하였다. 

학교에 다니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학교생활에 ‘그럭저럭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특히 등록금 및 학비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일하고 있고, 지출을 많이 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학업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정책
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구직활동을 
한 평균 회수는 약 5.2회, 이 중 최종면접까지 본 회수는 약 3회로 나타났고, 구
직에 실패한 회수는 약 4.7회로 나타났다. 

취업이 되고도 채용을 거절한 이유로는 주로 원하던 직업이 아니거나 임금 및 
근로시간이 낮아서라고 응답하여, 응답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원하면서 근로조건 
이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이나 전공과 일치하면서 
근로조건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구직실패의 원인으로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꼽힌 것은 경력부족, 자격증 없음 
등 주로 후천적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부분인 반면, 외모문제나 성차별 등 선천
적인 문제는 구직실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청년층에게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돈, 시간 등)을 제공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휴학의 경우 1년 이내 휴학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중 22%였고, 전체적으로 
총 휴학회수는 평균 1.28회로 나타남. 휴학사유로는 군 입대가 가장 많은 가운
데, 어학연수/해외여행, 자격증 및 고시준비 등 자기계발을 위한 휴학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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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재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108명) 

응답자들은 평균 5회 정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
고 있는 응답자도 30% 정도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1주일에 평균 20~30시간 
정도를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한 시간을 아르바이트로 소비하고, 
대신 청년시기에 해야 할 활동들을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르바이트 시급으로는 시급 평균 6,700~6,800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3명 중 1명의 응답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현재 아르바이트 일일 근로시간(106명)

현재 취업상태인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5.4일, 일 8.7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 40시간 근로보다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 현 직장에서
의 평균 월 급여는 1,744,444원(표준편차 609,918원)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별
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의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61.4%, 
임시근로자가 35.2%인 것으로 나타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약 2: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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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생 계
비 주거 교통 도서 관람

동 아
리 활
동 

부 채 
상환 기타 총지출

지출자(명) 432 61 360 46 197 31 27 134 432
금액평균(만
원) 32.6 2.9 7.9 0.5 3.7 0.3 1.6 11.0 61.2

구성비(%) 5 3 . 2
% 4.7% 1 2 . 9

% 0.8% 6.0% 0.5% 2.7% 1 8 . 1
%

100.0
%

표준편차(만
원) 27.5 8.9 7.6 1.9 8.9 1.4 9.3 31.1 53.2

표 8. 한 달 평균 소비 금액 및 구성비 

응답자들의 수입 구성항목을 보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한 응답자들은 근로소
득이나 사업소득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장학금이나 정부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들의 소비구성의 경우에는 생계비(음식, 옷 
등), 주거비, 부채상환금 등이 높은 소비항목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90만 원 
정도의 소득과 65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비수준에 
대하여 교통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항목은 생계비와 도서비였다. 

월 10만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다수가 저축과 생계비의 지출을 늘리겠다고 
응답하였다. 저축의 경우 등록금 마련, 여행 등 자기계발 비용 준비 등을 이유로 
추가소득을 축적하겠다는 의미이다. 10만원 추가소득 발생 시 항목별 변화에 대
하여 살펴본 결과, 여가시간 및 자기 개발시간 증대, 도서구입 회수 및 관람기회 
증가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부 시간 및 학점, 취업준비 시
간에도 작지만 일정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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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0만원 추가소득 발생시 주 소비증가항목 

10만원 추가소득 발생 시 변화 항목(%) 감 소 ( 낮 아
짐) 변화 없음 증가(높아짐)

아르바이트 횟수 15.6 80.2 4.2
아르바이트 시간 15.7 80.2 4.1
학원 횟수 6.7 84.1 9.3
학원 시간 5.8 85.5 8.8
공부 시간 4.6 76.1 19.3
학점 2.5 76.4 21.0
취업준비 횟수 4.9 80.4 14.8
취업준비 시간 4.4 81.1 14.5
도서구입 횟수 5.0 70.0 24.9
공연/영화/스포츠 관람 횟수 4.6 47.1 48.3
여가시간 3.5 40.2 56.3
자기개발시간 5.3 51.3 43.5

표 9. 추가소득 발생시 항목 변화 

발생한 추가소득을 어디서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¾이 성
남시에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여, 추가소득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결과는 청년층의 학업 및 취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청년에 대한 학업 또는 생활 지원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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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아예 없는 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다. 
소득 부족 ---> 단기 일자리 활동 --> 학업, 취업 만족도 저하의 악순환

이 실태조사 결과로부터 확인되었다. 성남시에서 청년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
을 펼칠 경우 소득 부족을 일부 보완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학업 또는 취업 준비
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청년들은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자기 계발에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
어 창의성 고양이 도움이 될 것이며 대부분을 지역에서 소비하겠다는 의사를 밝
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청년배당과 같은 조
건을 전제하지 않는 지원금의 정당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번 연구는 성남 지
역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그쳤으나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의 
설계, 정량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4. 해외 청년 소득보장 정책 사례 

세계 여러 국가들이 청년들의 자아실현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중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은 대학(그에 준
하는 고등교육 기관)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학 등록금은 있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나라의 청
년지원제도의 주요 특징은 위의 표로서 정리할 수 있다. (환율: 2015년 2월 말 
기준, 개인 최대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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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생활비 지원제도와 수준 

등록금 
없음

스웨
덴

학생수당: 주당 705SEK(약 9만 3천 원, 1년(60주) 558만 원)
대출: 주당 1,546SEK(약 20만 4천 원, 1년(60주) 1,224만 원)

노르
웨이

학생수당: 월 3,914NOK(약 57만 3천 원, 1년(10개월) 573만 원)
대출: 월 5,871NOK(약 86만 7천 원, 1년(10개월) 867만 원)

핀란
드

학생수당: 월 335유로(약 42만 1천 원, 1년(12개월) 505만 원)
대출: 월 400유로(약 50만 3천 원, 1년(12개월) 604만 원)

독일
학생수당: 월 335유로(약 42만 1천 원, 1년(12개월) 505만 원)
대출: 월 335유로(약 42만 1천 원, 1년(12개월) 505만 원)
자녀수당(25세까지): 월 184유로(약 23만 원, 1년에 276만 원 )

대학 
등록금 
있음

프랑
스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연간 최대 4,697유로(약 591만 원)
대출: 총 15,000 유로까지 대출(약 1천 9백만 원)

영국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연간 최대 3,387파운드(약 578만 원)
대출: 연 9,000파운드(약 1,530만 원)

호주 청년수당: 2주에 414.4AUD(약 36만 원, 1년 936만 원)
대출: 총 96,000AUD까지 대출 가능(약 8,300만 원)

캐나
다

대출: 최대 주 360CAD(약 32만 원, 1년 1,600만 원)
학자금 지원: 대출을 받으면, 자동으로 등록금 30% 삭감

미국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연간 최대 5,645달러(약 626만 원)
정부보증대출: 연 5,500 달러까지 대출(약 610만 원)

표 10. 각국의 청년지원 제도 요약 

청년지원제도의 목표는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다음의 사항을 기본취지로 
삼고 있다. 

 • 사회적, 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불평등한 조건을 제거 

 • 학업과 취업역량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경제활동 시간을 최소
화

 • 현대 사회에 요구되는 지식기반 노동의 안정적 공급
 • 교육을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제도로 

설정

 독일은 무상 고등교육 과정 운영과 더불어 바푀크(BAfög)라는 생활비 지원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바푀크는 무상 보조금과 정부보증 학생대출이 
결합되어 있는 제도이다. 바푀크는 월 최대 670유로(약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 이 중 50퍼센트는 대출금이다. 로네카센과 다른 점은 이자가 없다는 점이다. 
바푀크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취업 이후 원금만 상환한다. 독일은 바푀크 이외에
도 다양한 학생복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기당 260유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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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분담금을 부담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돌려받는다. 분담금 액수는 
지역과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훔대학(RUB)의 경우, 학기당 260유로를 부
담하는데, 이 중 95유로는 학생식당/교내유치원/장액학우지원/기숙사지원 등의 
지원비용으로, 15유로는 학생회비, 150유로는 교통비 지원비용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교통비 사회적 분담금을 150유로를 내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돌
려받는다.

*고속열차와 기차 1등석을 제외한 모든 지하철과 기차, 버스를 이용
*주말과 공유일, 평일은 오후 7시 이후부터 일행 한 명을 동행할 수 있음
*자전거 무료 이용: 1시간 이내, 1일 회수 무제한

호주는 다른 영미권 국가들과는 달리 모든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보
편적 학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3년에 만들어진 학생지원법
(Student Assistance Act 1973)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16세에서 
24세는 청년수당(Youth Allowance), 25세 이상의 학생은 Austudy란 학자금 지
원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청년수당은 학업, 직업훈련, 수습과정에 있거나, 또는 
구직활동, 일시적 병가 상태에 있는 16세에서 24세 이하의 모든 청년에게 지급
된다. 지원액은 독립여부/결혼유무/자녀 유무/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지
는데, 다음의 표와 같다. 

 

 분류  2주당 지급액(호주달러)
미혼, 무자녀, 18세 미만, 비독립 226.80
미혼, 무자녀, 18세 미만, 독립 414.40

미혼, 무자녀, 18세 이상, 비독립 272.80
미혼, 무자녀, 18세 이상, 독립 414.40

미혼, 유자녀 542.90
부부(각각), 무자녀 414.40
부부(각각), 유자녀 455.50

미혼의 구직자 혹은 어린이의 핵심 부양 보호자일 경우 699.90

표 11. 호주 청년수당 

5. 청년 배당의 필요성 

성남청년배당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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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역량 강화와 인재 육성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업과 취업 역량 강화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둘째, 응답자들이 구직실패의 중요한 영향원인으로 꼽힌 것은 경력부족, 자격

증 없음 등 주로 후천적인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부분인 반면, 외모문제나 성차
별 등 선천적인 문제는 구직실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층에게 후천적인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
(돈, 시간 등)을 제공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셋째로, 학생들에게 10만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할 때 자기 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항목별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여가시간 및 자기 개발 시간 
증대, 도서구입 회수 및 관람기회 증가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공부 시간 및 학점, 취업준비 시간에도 작지만 일정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식기반 경제, 창조경제가 도래하면서 진로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쏟
아야 한다. 이전 세대보다 진로 설계를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될수록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제대로 준비한 사람만이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다. 청년배당은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2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OECD 중에서 가장 질 낮은 대학교육을 받고 있다. 
중위값(50%의 학생이 내는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면 9,383달러로 미국의 5,402
달러의 2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9,927달러인데, 
미국은 26,021달러이고, OECD 평균은 13,958달러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OECD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니
면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르바
이트가 방학 중에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기 중에도 하고 있다. 지구화된 경제에
서 글로벌 경쟁에 돌입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청년들은 선진국 청년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선진국 청년들은 각종 지원을 통해서 청년시절에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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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학생수당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 기회 균등 보장

흔히 평등이라고 할 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나눈다. 결과는 기회와 
노력이 합쳐진 결과이다. 따라서 기회가 평등하고, 노력이 동일하다면 결과가 평
등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유력하
다. 노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평등하다면 노력을 하려는 유인이 사라지
고 사회 발전이 뒤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과의 어디까지가 기회에
서 비롯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나친 결과의 불평등은, 노력의 차이를 넘어서서 기회
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친 결과의 불평등은 
사회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부모의 재산, 주거하는 도시, 개인의 건강과 미모와 지능, 사귀는 친구 등의 수
많은 요인 중에서 어떤 것이 기회와 관계되는 요인이고 어떤 것이 노력과 관계
되는 요인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나 기회 평등이 보장되려면 평등
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
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초
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으로 한다든지,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
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1조) 독일 헌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입학 기회를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42)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도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 기회의 
균등은 아주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지역전문대학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기회 균등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은 과외 금지 같은 독재적인 정책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신 교육 기
회 균등을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대학교 등록금이 아주 싸지거나 무상화 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성남시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정책이다. 대학 
등록금이 인하되더라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서 원하
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교육 기회가 평등하게 될 것이

42)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체하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고 주법이 적용된다. 사립학교가 교육목표, 시설 및 그 교사의 학력에 있어서 공립학
교에 뒤지지 않고, 학생의 선택이 부모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한 인가하여
야 한다. 교원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인가를 거부하여야 한
다.(독일 기본법 제7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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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남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90%가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는 미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직업 
연수나 탐방 형태가 아니므로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도 주당 3일 정도로 학업에 지장이 될 정도이다. 결국 우리 대학
생들은 경제적 조건에 따라 교육 기회가 상당히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다. 성남
청년배당은 비록 작은 액수지만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세대 간 형평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 부분의 복지가 가장 미흡한 상
태이다. 아이들은 출산수당, 양육수당, 누리과정 지원 등 무상보육의 혜택을 누리
고 있다. 초중등 학생이 되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이 나
온다.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이런 소득보장 정책이 아직 없다. 국가장학금이 지급
되고 있지만 국가장학금을 고려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14-20%)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들은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 부양에 가장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이득을 본 세대이다. 부동산 가
격이 대폭 하락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기성세대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매해야 한다. 부동산 자가 보유율을 50%라고 할 때, 50%의 청년들은 부모로
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50%는 부동산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제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기성세대는 정규직인데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다. 열악한 임금과 사회적 차
별을 겪어야 한다. 결국 우리 청년들은 비정규직 임금을 받으면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고, 기성세대로부터 부동산을 비싼 값으로 구매해야 하는 세
대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살펴보듯이, 청년들의 연금도 기성세대
에 비해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기성세대의 연금은 줄이지 않으면서 청년들의 
연금만 줄이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의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많은 연금을 
부담하면서 자신들은 작은 연금을 받게 되는 세대가 될 전망이다. 세대 간 형평
성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시작하는 경우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삼포 세대를 넘어서 득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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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바뀌고 있는 청년들에 대하여 기성세대가 적절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의 차원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머지않아 사라질지 모른
다.43) 

마. 경제에서 리스크 감소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쉴러(Shiller, 2003)는 기술진보에 의
해서 경제에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쉴러의 견해에 따르
면 소득보장 정책은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다. 쉴러의 주장을 다음과 같
이 요약해 보자. 

기술진보는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 기술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기술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나 우리는 러다이트 운동을 할 수 없다.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해서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술발전이 무조건 공황을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발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이
다. 

기술이 발전해도 고용된 노동량 불변의 법칙은 틀린 것이다. 현대 기술의 발전
은 특히 다음의 네 가지 차원에서 리스크를 가져 온다: ① 인공지능 ② 승자독식 
효과 ③ 세계화: 지리적 경계의 붕괴 ④ 군사기술변화 

쉴러는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계보험, 거시시장, 소득연계대출, 
불평등보험, 세대 간 사회보장, 리스크 국제협약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밀튼 프리드먼이 제안한 마이너스 소득세 등의 소득보장 정책을 일종의 사회보
험으로 보고 리스크 감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세하게 소개하였다.(Shiller, 
2003) 

청년배당은 리스크 증가하는 경제에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리스크
의 감소는 창업과 같은 모험적인 행위를 촉진할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청년배
당의 수준이 낮아서 리스크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성남
시 이외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금액도 늘어난다면, 청년의 경제활동에서 리
스크를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3)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2130년쯤에는 1천만 명으로 감소하고, 2250년에는 100만 
명, 2500년에는 1만 명, 그리고 결국 2750년에는 아예 한국인이 사라지게 된다.(MBN,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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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역 경제 활성화

성남 청년배당이 성남시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와 결합된다면, 성남시의 
소상공인들의 수입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지금은 세계경제, 
한국경제, 지역경제가 장기 불황 상태에 있다. 특히 막대한 가계부채를 안고 있
는 우리나라에서는 내수 부족으로 인하여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지나 않
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에서도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다. 경제가 
회복되려면 이윤주도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뀌고, 수출주도 경제가 내수중
심 경제로 바뀌고, 재벌 중심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
한 구조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미안과 수피는(Atif and Sufi, 2014) 최근의 대불황 때 늘어난 막대한 화
폐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불황기에 중앙은행이 어마어마
한 양으로 본원통화를 늘였지만, 유통화폐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2) 그래서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여서 지준금을 늘이는 방식이 아닌 직
접 통화를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헬리콥터 머니)이 고려되지만 이것은 법에 의
해 불가능하다. 3) 통화정책이 유통화폐를 늘려 디플레이션을 막는데 무력하였
다. 한 마디로 말해서 뿌려진 화폐가 바닥에서 돌아다니면서 풀뿌리 경제를 활성
화시키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에 반해서 청년배당은 공급된 화폐가 바닥에서 돌
아다니면서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최근에는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약 100만 명이 거주하는 영국 브리스톨 시에서 
도시 전체를 통용범위로 하는 지역화폐 실험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짧은 기
간에도 불구하고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결제시스템이 도입되어 순항하고 
있다. 시에서 세금을 지역화폐로 납부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
나고, 도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한국 사회적 금융
연구원, 2014).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12월 인천시 강화군에서 '강화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
폐를 발행하였다. 발행 20일 만에 2억대 판매를 돌파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화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영세상가, 골목상권 등을 살
리려고 발행한 지역 화폐이다. 강화농협에서 3%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식당, 미용실, 전통시장 등 지역 1천300여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구매 가격의 3%를 절약할 수 있고, 가맹점에서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점주는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농협에서 현금으로 환전
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4. 12. 22) 

성남청년배당은 지역화폐로 공급될 경우 이 두 사례에서의 성과를 훨씬 뛰어넘
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유통규모가 훨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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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매달 100억 원대의 지역화폐가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로 시의 역할이 다르다. 브리스톨 시의 경우 시의 역할이 지
역화폐를 세금으로 받는 정도인데 반해서 성남청년배당의 경우에는 시가 발행 주
체가 된다. 셋째로 지역화폐가 가장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에게 도달되어 사용되기 
시작된다. 

사. 복지국가 건설 촉진

부자에게 주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이 빈곤 해소
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정된 예산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재분배하면 
단기적으로 빈곤 탈출 효과가 크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장기
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 이 역설적인 현상은 코르피와 
팔메(Korpi and Palme, 1998)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
지를 집중할수록 가난을 줄이는 것이 어렵게 되는 현상을 재분배의 역설
(paradox of redistribution)이라고 불렀다. 

코르피와 팔메는 이러한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설명
하였다.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되는 금액 =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정도 * 재분배 
규모

위의 식에서 재분배 규모가 일정하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정도가 커
질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은 커진다. 그러나 재분배 규모는 상수
가 아니라 변수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중산층 등 다른 계층에서 재분
배 규모를 키우는 것에 반대하게 된다. 저소득층에 집중할 때 만약 집중도가 커
지는 정도보다 재분배 규모가 줄어드는 정도가 더 크다면 재분배 금액은 줄어들
게 된다. 코르피와 팔메는 부자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로
빈 후드 정책 보다 부자에게 더 많은 것을 분배하는 마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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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급자수(명)
2001 1,419,995 2007 1,549,848
2002 1,351,185 2008 1,529,939
2003 1,374,405 2009 1,568,533
2004 1,424,088 2010 1,549,820
2005 1,513,352 2011 1,469,254
2006 1,534,950 2012 1,394,042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표 12.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수 

 
선별 복지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의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IMF 경제 위기

로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1년간의 준비를 거친 후, 2000년 10월 1일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는 2001년 
142만 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35만 명으로 거의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르
피와 팔메가 발견한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불
리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복지 정책은 확산 속도가 빨랐다. 무상급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2009년 실시된 이래로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의 전국으로 번졌다. 연
이어 무상보육이 등장했고, 2012년 대선 때에는 보편적인 기초연금 공약이 등장
하였다. 

아. 중산층 보호

우리나라에 보편복지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 복지는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만, 
차상위 계층부터 복지가 많이 줄어들고, 중산층이 되면 복지가 아주 작아진다. 
중산층 자녀들은 대부분 대학에 다니고 있다. 대학생이 되면 1년에 천만 원 대의 
등록금 이외에 1달에 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대학생을 둔 중산층의 
부담이 가장 크다. 중산층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배당은 바로 이렇게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청년만 지원하는 선별지원 정책과 보편적인 
청년배당 정책의 구간별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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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1 2 3 4 5 계
사람수(명) 10 30 40 15 5
1인당소득 100 200 300 600 1,200 34,000
구간총소득 1,000 6,000 12,000 9,000 6,000
1인당배당 10 0 0 0 0
구간배당 10 0 0 0 0 10
구간세금 0.29 1.76 3.53 2.65 1.76 10
1인당세금 0.03 0.06 0.09 0.18 0.35 
구간순배당 9.71 -1.76 -3.53 -2.65 -1.76 
1인당순배당 0.97 -0.06 -0.09 -0.18 -0.35 

표 13. 저소득층 청년만 지원하는 경우 구간별 비용과 편익 

위의 표에서 모두 5구간이 있고 구간별로 첫째 행(사람수)만큼의 사람이 있다
고 가정한다. 구간별 1인당 소득은 둘째 행에 나와 있고, 구간총소득(셋째 행)은 
1인당 소득에 사람수를 곱한 값이다. 여기서는 1구간에 속하는 청년에게만 10의 
배당을 준다고 가정한다.(1인당배당). 구간별 청년수는 사람수의 1/10 이라고 가
정한다. 구간배당은 청년수에 1인당배당10을 곱한 값이다. 다른 구간의 배당은 
없으므로 배당금 계는 10이 되고 이것을 소득에 비례하는 비례세를 걷어서 충당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각 구간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구간세금이고, 이것을 
사람수로 나누면 1인당 세금이 된다. 구간순배당은 구간배당에서 구간세금을 뺀 
값이다. 1인당순배당은 구간순배당을 사람수로 나눈 값이다. 이 표로부터 저소득
층 청년들에게만 배당을 줄 경우, 전체 100명의 사람 중 10명만이 순수혜자가 
되고, 나머지 90명의 사람들은 순부담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배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가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된다. 여
기서 청년수를 사람수의 1/10로 가정하였으므로, 각 구간에서 배당을 받는 사람
수는 1명, 3명, 4명, 1.5명, 0.5명이 되고, 여기에 1인당 배당 10을 곱하면 구간
배당을 얻을 수 있다. 나머지 계산은 이전의 표와 동일하다. 청년배당의 경우에
는 3구간 이하 모두 80명의 사람이 순배당을 받는 순수혜자가 된다. 이와 같이 
보편적인 청년배당을 실시해야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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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1 2 3 4 5 계
사람수(명) 10 30 40 15 5
1인당소득 100 200 300 600 1,200
구간총소득 1,000 6,000 12,000 9,000 6,000 34,000
1인당배당 10 10 10 10 10
구간배당 10 30 40 15 5 100
구간세금 2.94 17.65 35.29 26.47 17.65 100
1인당세금 0.29 0.59 0.88 1.76 3.53 
구간순배당 7.06 12.35 4.71 -11.47 -12.65 
1인당순배당 0.71 0.41 0.12 -0.76 -2.53 

표 14. 청년배당의 경우 구간별 비용과 편익 

그런데 위의 표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성남청년배당은 성남주민들로
부터 별도의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산을 절약
해서 청년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모든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을 순수혜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44) 

앞에서 언급한 재분배의 역설과 여기서의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의 두 가지 결
과를 어을 수 있다. 1) 보편적인 청년배당이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
다. 2) 보편적인 청년배당은 중산층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순수혜자로 
만들 수 있다.

6. 성남시 청년 배당 제언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대통령과 정부 전체가 나서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가 다음과 같은 목표
를 가지고 새로운 청년 정책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이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남 청년배당(youth dividend)을 제언
한다. 성남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일정한 기간 이상(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3년 
이상) 거주한 일정한 연령대(예를 들어, 19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매
달 정액(예를 들어 월 10만원)의 소득(배당)을 보조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청년
배당은 성남시의 토지, 환경 및 인적 물적 사회적 공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한 부분을 배당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의
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배당은 세금 환급의 의의를 갖는다. 걷어 들인 세금
을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

44) 물론 기존의 예산이 누구에게 수혜를 주던 예산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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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인 세율로 걷어 들인 세금을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소득재분배 효
과가 나타나게 된다. 

성남청년배당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단계적 실시 방법
제1단계: 성남시 19세에서 20세 청년 대상으로 시범실시
제2단계: 성남시 19세에서 22세 청년 대상으로 실시
제3단계: 성남시 19세에서 25세 청년 대상으로 실시 

청년들이 성남시의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년배당
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보면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
다. 청년배당의 액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청년수당의 대상 연령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26세 이상으로 확대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남청년배당은 지역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다. 여기에
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하나는 성남시 상공인들만 현금화 할 수 있
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
드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막대한 가계 부채로 소비가 억눌린 상태에서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청년배당은 성남시 상공인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역경
제를 활성화시키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청년배당은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
생수당과 동일한 정책이다. 선진국들과 달리 성남청년배당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게도 지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에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대학에 다니건 다니지 않건 성남시 
공유 자산에 대한 권리는 동일하다. 둘째,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청년
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이 필요하지 않다.

청년배당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지만 마지막에는 성남시의 해당 연령의 모든 청
년들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배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자 청년
들을 포함해서 모든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청년배당은 성남시의 유형 무형의 공유 자산에
서 생기는 수익을 배당한다는 의미가 있다. 배당의 권리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청년배당은 성남시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데,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미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사람
들을 배당에서 다시 제외시키는 것은 청년배당으로 인해서 부자들의 부담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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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셋째로 부자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근거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청년배당을 지급할 때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이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청
년배당 때문에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
다. 류성민 등의 성남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청년들
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배당은 저축을 증가시켜 해외여행, 영어 공부 등 청년
들의 역량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이 아닌 노동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떨까? 이들이 청년배당을 받는다고 
일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은 적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로 상당
한 기간 동안 청년배당이 생활비 전체를 보조할 만한 액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선별 
복지의 경우에는 일을 하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노동유인이 사라지지만 청
년배당은 보편적으로 지급되므로 노동유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일을 하면 한 만
큼 임금을 받고 청년배당도 또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청년배당과 같은 소득보장 정책이 아이들과 청년들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자연 실험을 할 수 있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의 
체로키(Cherokee) 인디언들은 1996년 카지노를 열었다. 8,000명의 부족들은 이
윤의 일부를 동등하게 나누어 갖기로 결정하였다. 코스텔로(Costello) 교수는 이 
자연실험을 통해서 배당이 체로키 부족들에게 미친 정신적 영향을 검토할 수 있
었다.(Moises Velasquez-Manoff, 2014) 

 코스텔로는 1260명의 아이들을 4년 동안 추적하였다. 그 중의 1/4이 체로키 부
족이었고, 나머지는 통제 집단이었다. 통제집단 아이들은 1/5이 빈곤집단이었고, 
체로키 부족은 과반수가 빈곤집단이었다. 2001년이 되어 배당이 6,000달러에 이
르게 되자, 체로키 아이들의 빈곤율은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빈곤에서 벗어난 아이
들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는 비율이 40%나 감소하여 정상 아이들과 같은 수준으
로 되었다. 청년들이 저지르는 경범죄가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제 때 졸업하는 비
율이 증가하였다. 배당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범죄감소, 학교 재수 감소 
등에서 생기는 편익으로 완전히 상쇄되었다.

2006년에 이르러 1인당 배당이 9,000달러가 되었을 때, 코스텔로는 더 어린 나
이에 보조금을 지급받기 시작할수록 더 많이 정신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어린 나이에 배당을 받은 아동일수록 약물 남용이나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1/3로 감소하였다. 반면 14세가 되어 배당을 받기 시작한 아이들은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청년배당은 선별적 청년 소득보장 정책에 비해서 행정비용이 작게 든다. 조세
를 징수하는 행정비용은 선별소득보장과 마찬가지이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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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배당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을 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다. 선별적 청년 

소득보장의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막대한 행정비용을 들이지 
않는 한, 수급 자격 여부를 완벽하게 가려낼 수 없다. 그리고 청년배당은 낙인효
과가 없다. 청년배당은 도덕적 해이가 없다. 

청년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하고, 청년들의 앞날은 아주 험난하다. 지자체 차원
에서도 청년들의 소득보장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 차
원에서 주민들의 소득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는 미국의 알
래스카 주를 들 수 있다. 알래스카 주에서는 공화당 출신의 해먼드(Jay 
Hammond) 주지사에 의해서 전체 주민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이 도입되어 성공
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오레곤 주에는 생태세 또는 탄소배출권 경매제도에 기초
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두 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7. 맺음말

우리나라의 불안정노동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4.5% 가까이 된다. 여기에는 
실업자 및 사실상의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청년 
고용률은 계속 감소하여 2000년 45.3%에서 2014년 40.5%가 되었다. 경제 전체
로 보면 고용보조지표 3을 기준으로 할 때 11.3%가 사실상의 실업자인데, 청년
층에 대하여 같은 기준으로 사실상의 실업자를 추정하면 23.9%가 된다. 연령대
별로 볼 때 청년층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대불황이라는 경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한국의 경제구조, 기술혁신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에서 비롯된 것도 있
어서 해결하기 힘들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지
만, 대학 교육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교수 1인당 학생수가 많
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나라 대학은 철저하
게 서열화 되어 있어서 대학교육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 정책들은 일자리 정책, 소득보장 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자리 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계 
부처 전체가 힘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2014년 말 기록을 갱신한 
뒤, 2015년 1월에 다시 기록을 갱신하였다. 소득보장 정책은 작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등록금 수준이 워낙 높아서 아직도 교육비 부담이 과도한 상태
이다.

선진국들은 청년 지원 정책은 동등한 자아실현 기회 제공, 취업역량 강화 활동



- 192 -

에 전념, 지식기반 노동의 안정적 공급, 교육을 통한 평등사회 건설 등의 목표를 
가지고 실행되고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등의 나라들은 무상 고등
교육과 함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은 
등록금은 내지만 학자금 지원이 풍부하다. 

이 글에서는 청년배당을 제언하였다. 청년배당은 청년들은 유형 무형의 공유자
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에 대하여 청구권을 갖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청년배당은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학업과 취업역량 
강화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써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가며 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선진국 청년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청년배당은 경제
력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다른 세대에 비해서 복지 혜택
이 작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도와서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도
움을 줄 것이다.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에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 
청년배당이 지역화폐 형태로 공급되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청년배당은 중산층을 보호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촉진하는 효
과도 가지고 있다. 납세자와 수혜자를 일치시키기 때문에 지자체 정책으로 적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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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Necessity of Youth Dividend: 
the Case of Seongnam City

Namhoon Kang(Hanshin University)
Seongmin Ryu(Kyonggi University)

In Korea, unstable workers, so called precariat, comprise 64.5%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y include unemployed, small 
self-employed and irregular workers. Youth employment rate has been 
continuously dropped from 45.3% in 2000 to 30.5% in 2014. Real youth 
unemployment rate is estimated as 23.9%. 

Korean university students pay the most expensive university fee in 
the world. The median university fee of Korean students is $5,402, while 
that of the U.S. is $8,930(PPP U.S. dollars) But the annual expenditure 
per tertiary student is $9,927 for Korea, which is far below the OECD 
average of $13,958. In Korea, the university education functions as a key 
factor in widening income inequality.

Most OECD countries give various student allowances. The main 
purpose of these policies is to make students concentrate on their study 
without spending time to earn a living. We surveyed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young people aged 19-25 living in Seongnam City. 
We have found that about 30% of students are working part-time for 
the purpose of making money and that their average working time is 20 
to 30 hours per week. This is too much for students to concentrate on 
their study. 

We suggest to introduce youth dividend for every young people aged 
19-25 living in Seongnam City, irrespective of their income, without any 
condition. Youth dividend emphasize the fact that every people has a 
right to receive some dividend from the common assets of  society. 
Youth dividend is far superior to student allowance in terms of justice as 



- 196 -

young people who are not university students belong to the lowest 
income class in Korea. For university students, youth dividend helps 
students preparing for the future. As youth dividend is financed from city 
government budget, it may be considered as a kind of tax refund for the 
citizens as a whole. 

We also suggest that youth dividend should be distributed as a kind of 
local money in the form of commodity coupons or cash cards that can be 
used only in Seongnam City. If fully implemented, it will be one of the 
largest local currency system in the world. It will help small businesses 
and self-employed in the city, and will make the local economy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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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득과 ‘1인 가구’ 시대: 
청년운동이 말하지 않은 것들

김주온(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2010 년대 한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는 1 인 가구이다. 2012 년 인구주
택총조사에 따르면 1 인 가구가 2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
난 20 년 간 1 인 가구의 수는 4 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무시할 수 없는 증가 
추세의 원인을 청년세대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1 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소위 혼인적령기로 보는 20 대 후반부터 30 대 초반까지가 고령층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청년들을 지칭하는 '삼포세대'라는 단어가 있다.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
기한 세대라는 뜻이다. 월세, 물가, 여전히 남은 학자금 대출 등 스스로의 삶을 
꾸리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일자리는 없으니 결혼이나 출산, 심지어 연애
도 사치다.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취직,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
는 중산층 4 인 가구 형태의 삶으로 올라서기 위한 진입비용을 벌지 못하고 있
다.

그러나 사회 인식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4 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있다.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보면 철거민이나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신혼부부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식
의 가족 형태를 우선시하고, 가족의 수나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가점된다.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다인가족을 전제로 짜여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이들은 혜택에서 제외돼 사실상 싱글세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 운동 진영의 대응도 충분하지 않다. 2007 년 88 만원 세대 이래로 청년 
운동의 주요 전략은 ‘민주화와 산업화의 단 맛만 보고 고생도 안 해봤으면서 취
직조차 못하는 무능한 청년’을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결과 청년들에게 주어진 것은 선별적 국
가장학금, 창업교육지원, 청년허브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프로젝트비 지원 



- 198 -

같은 것들이다. 수혜자의 위치에 놓인 청년이 아닌, 사회재생산의 주체이자 새로
운 정치적 주체로서의 청년을 제시하지 못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좀처럼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1 인 가구라는 삶의 형태
는 가족을 꾸리기 전의 임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대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
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난 세기 후반의 표
준적인 라이프스타일이 4 인 가구 중심의 아파트 중산층이었다면, 21 세기 초반
의 라이프스타일은 1 인 가구 중심의 무엇으로 전환되면서 형성되는 것일지도 모
른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형성의 주체는 청년세대일 것이다. 1 인 가구 증가현
상의 당사자이자,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르든, 늦든 부모를 
떠나 사회에 진입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삶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1 인 가구는 이 시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
을 제시한다. 청년 세대가 정상적인 4 인 가구를 형성할 수 없다는 사회경제적 
조건은 이제껏 사회를 지탱해오던 4 인 가족 모델과 함께 낡은 가족주의 이데올
로기를 해체할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산업화 이후 경제 인
구 재생산의 수단이자 통치 이념으로 작동해왔으나, 개인의 욕망을 가로막고 다
양한 삶의 형태를 배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1 인 가구의 부상은 개인성을 부각시키며, 청년 세대를 새로운 정치적 주체이
자 라이프스타일의 창안자로서 전환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을 억압적
으로 가족에 종속시키던 4 인 가구 모델이 아니라 1 인가구가, 개인이 기본단위
인 사회로 전환될 때, 다인가구의 결합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본소득 정책은 이를 위한 첫 발판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소득이나 노동 요구 등의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된다.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안
정성은 개인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 안에서 장기적인 삶을 기획하며, 불공정성과 
빈곤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변화하는 시대적 조건에 발맞춰 1 인 가구 세대가 요구할 최
적의 정책이자, 이들의 개별적 욕망을 실현할 자원이 될 수 있다. 보편성과 개별
성의 원칙은 당장 다른 정책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조건 없는 양육수
당이 한 예다. 개인의 자립을 지지하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동반될 때에 한
해, 1 인 가구 시대로의 전환은 압축 근대화로 왜곡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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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가난의 문제부터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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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and the 'One-Person Household': 
the Untold Issues from South Korean Youth 

Movement in 2010s
Ju-on Kim(Basic Income Youth Network)

During this decades, ‘One-Person Household (OPH)’ has become the most 
common type of housing in Korea. A survey fro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2012 says that OPH has the highest ratio in the population by 
25.3%. During the last 20 years the number of OPH has been increased 
almost 4 times. This tendency of increasing is nothing to be ignorable, and 
we could find the reason from the youth problem. Actually when it comes to 
the age distribution of OPH, the people whose range from late 20s to early 
30s of age which regarded as a marriageable in Korea takes high ratio with 
elderly people.

There’s a word referring to this Korean youth: 
‘3-relinquished-generation’, who relinquished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They have to charge the costs for monthly rent, prices and 
student loan with the lack of jobs. So it seems too luxury to them having a 
family or getting married, even dating with somebody. Unable to winning the 
status through employment, dating, marriage, childbirth and owning a house 
of their own, today a generation of Korean youth couldn’t earn enough 
money for getting a level of middle class consisted of a-family-of-four.

Social perception doesn’t reflect this changes well, though. The policy of 
Korea government is designed for the type of a family for four. 
Requirements for being tenant of rental housing provided from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give its priority to some family types of newlyweds 
or supporting elderly parents except the case of displaced people and the 
disabled. When one family gets its members more, the more advantages the 
family could get. Also the current income deduction system is assuming that 
a family has several members, so when someone doesn’t hav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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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member he or she is ruled out from the benefits. Some people are 
criticizing that this exception is actual taxation for unmarried singles.

Youth movement was not enough to resolve these situations. Since 2007 
the main strategies of youth movement have been aiming their goal to 
switch over the youth from the state of ‘squeezed the orange from 
democratization and industralization but do not get a single job’ to the state 
of ‘socially and economically weak’. This strategy seemed successful so far, 
but the result is still insufficient: national scholarship supported selectively,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pporting, and project expense supported through 
intermediary organization such as Youthhub. The movement just suggested 
the youth as a recipient, not as a main group of social reproduction and new 
political subject.

It seems that these situations have no room for improvement toward the 
future. The living form of OPH has high probability for its persistency, not 
being a temporary state before making family. So it’s obvious that 
sustainable lifestyle is needed in sympathy with this new living form. The 
standard lifestyle have focused on the middle class consisted of 
a-family-of-four whose own property is apartment while the second half 
of the last century. Then the lifestyle of the early 21st century might be 
change its form as being something that OPH-oriented. And the subject who 
forming this new lifestyle in Korea will be the generation of youth. They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increasing-OPH-phenomenon, and almost all of 
them also have to accept this new lifestyle since leaving their parents and 
standing on their own feet on the current society.

Now we need new frame. At this present, OPH presents the possibility of 
paradigm shift.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 is showing that youth 
generation could not form a-family-for-four anymore. So this time can be 
a chance to remove the family model and old-fashioned familism ideology 
which have supported Korean society till now. 

Familism had operated as a means of reproduction and ruling, though 
couldn’t evade criticism that it ignores individual's desire and excl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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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forms of lifestyle. Rising of OPH emphasizes individuality and switch 
young generation to a new political subject and a creator of new lifestyle. 
Besides, with not a-family-of-four model making individual subordinated 
into the model oppressively, but OPH the individual becomes the basic unit 
of the society, combination of multiperson household will be achieved by 
more healthy way.

Basic income could be a foothold for the young generation. It is 
unconditionally granted to an individual basis, without any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It is regularly and steadily paid by cash, so each 
individual can decides how to use it. A stability based on these features 
helps individuals to plan long-term life in credible society and to banish 
fear of unfairness and poverty.

Basic Income is proper policy that OPH generation could require, keeping 
up with the social condition changes, and is capable of being enough 
resource fulfilling each individual’s desires. Also in long-term perspective, a 
principle of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could be expanded to other fields 
of policy such as unconditionally giving home care allowance. When only 
supporting in sympathy with policy like basic income which make the 
individual stand by him or herself, the shift to OPH era can be a chance to 
correct existing problem of Korea society which have distorted by 
compressive industralization, from poverty to the rights of 
self-determination in his or her life.


